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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 후버 인스티튜션에 소장된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의 기록자료에서 찾은 시인 김수영에게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1년 구독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수영은
외국(어) 서적을 꾸준히 읽었고 많은 번역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의 비공산주의
좌파 및 자유주의자들이 관여했던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는 김수영의 세계인
식과 다양한 문학적 실험의 자양이 되었다.
김수영은 1957년 한국시인협회가 제정한 제1회 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아시아재단은
그 부상으로 김수영에게 이 두 잡지의 1년 구독을 지원했다. 아시아재단의 김수영 지원 관련
서류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고, 김수영 문학이 당대
세계적 문화 냉전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수영에게 제공되었던 이들 잡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금과 관련이 있었다. 또
한, 1967년 뺷램파트(Ramparts)뺸지에서 아시아재단의 주된 자금원이 미국 중앙정보국이라
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김수영이 구독한 잡지와 그 잡지를 제공한 민간 재단이 냉전
** 이 논문은 2019년도 1학기 인하대학교 일반교수연구비(60689)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10

한국학연구 제56집

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 곧바로 김수영 문학의 추문화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
화 냉전 에이전시의 의도와 다르게 김수영은 그것을 매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
다. 김수영의 시와 산문은 바로 그 증거이다.
[주제어] 김수영, 아시아재단, 뺷Encounter뺸, 뺷Partisan Review뺸, 번역, 문화적 냉전

1. 뺷Encounter뺸 봉투에 쓰여진 ｢엔카운터誌｣
“내 시의 비밀은 내 번역을 보면 안다”1)는 김수영 자신의 말이 아니라도,

그의 시와 산문을 읽다 보면 번역이 김수영 문학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외서(外書) 읽기와 번역은 김수영
시론(詩論)과 시작(詩作)의 중요한 지적 원천이었다. 하지만 김수영에게 번
역은 그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생업이었다. 벌이를 위해 번역을 하
는 순간을 “세상에서 가장 욕된 시간”2)이라 자조하고 “지긋지긋한 번역일”3)
이라고 토로할 만큼 그에게 번역일은 생활의 방편이었다.
그의 산문 도처에서 미공보원, PX, ‘남대문통 상업은행 뒷담에서 판자위에
놓고 파는 노점상인 것’ 등 다양한 서구 잡지를 구해서 발췌 번역한 후 그것
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는 궁핍한 지식인의 비애를 읽을 수 있다.4) 후배 시인
김규동은 “허름한 외투주머니에는 뺷애틀랜틱뺸이니 뺷포이트리뺸 같은 외국잡
지가 꽂혀 있다. 미국문화원에 들러 신간잡지를 입수해보는 것은 그의 주요
한 과제다. 그리해서 그 속에 번역거리라도 있으면 밤새워 번역해서는 잡지
에 파는”5) 그 시절 김수영의 생활을 회고한 바 있다.
그렇다고 그의 외서 읽기 및 번역을 생계를 위한 피치 못할 노역으로만
김수영, ｢시작 노트｣ 6, 뺷김수영 전집뺸 2, 민음사, 2018, 553쪽.
김수영, ｢1954년 12월 30일 일기초(抄｣, 위의 책, 693쪽.
김수영, ｢1955년 2월 8일 일기초(抄)｣, 위의 책, 703쪽.
다음의 일기도 그 한 사례이다. “은행 뒷담이나 은행 길 모퉁이에 벌려 놓은 노점 서적상을 배회하
여 다니며 돈이 될 만한 재료가 있는 잡지를 골라 다니는 것은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래도
구하려던 책이 나왔을 때는 계 탄 것보다도 더 반갑다.”(김수영, ｢1954년 12월 30일 일기초(抄)｣,
위의 책, 691쪽.)
5) 김규동, ｢김수영의 모자｣, 뺷작가세계뺸 61 여름호, 2004.5, 46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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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건 일면적이다. 김수영에게 그것은 지긋지긋한 생업이면서 세계를
호흡하고 전위적 이론을 학습하는 지성적 행위이기도 했다. 김수영은 번역을
통해 타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문화)에 대한 환멸을 경험하면서도 동시
에 그것을 끌어안고 세계(성)와 조우하여 새로운 자기를 구성하고자 번민했
다. 그의 시와 산문에서 우리는 그 피투성이 고투의 흔적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대목은 그가 한 번역이 모두 그 자신의 능
동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
인 경우가 많다. 김수영이 한 대부분의 번역은 “번역책의 레퍼토리 선정은
물론 완전히 출판사 측에 있”는 “청부번역”6)이었다. 그 자신의 지적 자극과
성숙을 위해 본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텍스트도 있지만, 주문하는 측의 필
요에 의한 번역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많은 레퍼토리들이
당대 미국의 문화적 냉전의 일환으로 지원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그의 번역 중 브라운 편, 뺷20세기 문학평론뺸
(김수영, 유영, 소두영 역, 중앙문화사, 1961)와 에머슨의 뺷문화, 정치, 예술뺸
(김수영, 소두영, 중앙문화사, 1956), 테잇의 뺷현대문학의 영역뺸(김수영, 이

상옥, 소두영, 중앙문화사, 1962) 등은 미국 공보원 번역 프로그램의 운용 속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7)
김수영의 번역 레퍼터리의 전체 현황 및 번역과 그의 문학이 맺고 있는
관계 등을 해명하는 것은 김수영 연구의 중요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주
목할만한 결과를 내놓은 많은 연구들이 있다.8) 김수영 문학과 번역의 관계
김수영, ｢번역자의 고독｣, 뺷김수영 전집뺸 2, 114쪽.
박지영, 뺷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뺸,
소명출판, 2019, 211쪽. 각주8) 참조.
8) 김수영 문학과 번역과의 관련에 대해 규명하고 있는 훌륭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우선 박지영
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김수영 문학과 번역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박지영, ｢김수영 문학과 번역｣, 뺷민족문학상연구뺸 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김수영과
번역, 번역과 김수영｣, 뺷번역비평뺸 4호, 2010년 겨울호,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1950년
대 번역 정책과 번역문학장｣, 뺷대동문화연구뺸 71, 2010 등과 이 논문들을 토대로 출간한 단행본
뺷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뺸, 소명출판, 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서구 좌파
비평가의 이론 번역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온 측면을 지적하며 뉴크리티시즘 비평가의 하나인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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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힌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경청하면서, 이 글에서는 김수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뺷Encounter뺸, 뺷Partisan Review뺸와 김수영
문학이 맺고 있는 관련성의 한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외서들
중에서도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는 김수영 문학에서 가장 중요
한 잡지였다. 김수영은 ｢엔카운터誌｣라는 시를 남길 정도로 세계문학자유회
의의 기관지였던 뺷Encounter뺸를 애독했다. 또한, 뺷Partisan Review뺸9)는 김
수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잡지로 알려져 있다.10) 이 두 매체는 김수영
문학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잡지였다. 이들 잡지와 김수영 문학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해명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들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는다. 김수영은 이 잡지들을 어떻게 구해 읽었
을까?
당대 미국은 미국식 문명의 우월성을 전파하기 위해 막대한 서적을 뿌리
고 번역을 원조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주로 미국 공보원 등을 통해 이들
서적을 읽었다. 그 자신의 산문과 후배 시인 김규동의 회고를 통해, 김수영도
한국 전쟁 전후의 시기에 미 공보원 등의 미국 관련 기관과 그곳에서 흘러나
와 헐가에 팔렸던 노점에서 이들 잡지를 구해 읽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앨런 테이트 번역과 김수영 문학의 관련을 규명한 곽명숙,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
양상(1)－앨런 테이트에 대한 번역을 중심으로｣, 뺷국어국문학뺸 184, 2918. 9;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 양상(2)－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뺷한국현대문학
연구뺸 56, 2018. 12 등도 중요한 선행 연구이다. 이외에도 김수영의 이중언어 상황과 자코메티에의
영향 등을 통해 김수영 문학의 정치성을 탐색하는 연구집단 ‘문심정연’의 뺷김수영 연구의 새로운
진화뺸, 보고사, 2015와 최원식 외, 뺷50년 후의 시인－김수영과 21세기뺸, 도서출판 b, 2019에 수록
된 박수연, ｢세계문학, 번역, 미메시스의 시｣, 김응교, ｢일본을 대하는 김수영의 시선｣ 등도 김수영
문학과 번역의 한 국면을 해명하고 있다.
9) 뺷파르티잔 리뷰뺸는 1930년대 뉴욕시립대학 출신의 트로츠키주의자 집단이 만든 잡지이다. 공산주
의자들이 지배적이던 존 리드 클럽의 기관지로 시작한 뺷파르티잔 리뷰뺸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소개했다. 그러나 1939~194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 지식인 집단을 흔들었다.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자 많은 지식인들은 정통의 권위를 인정받던 레닌주의적 공산주의에서 이탈해 트로
츠키의 반체제 극단주의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들 중 몇몇은 아예 좌파임을 포기하고 정치적
중도를 택했고, 심한 경우에는 우파로 전향해 버렸다. 뺷파르티잔 리뷰뺸는 기존의 공산주의의 언어
를 버리고 반스탈린주의적 입장을 표명했고, 급진주의에서 공산주의적 색채를 완전히 탈색시켜
버렸다. 냉전기에 이 잡지는 전향 좌파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냉전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
다.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뺷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뺸, 유광태․임채원 옮김, 그린비,
2016, 269쪽)
10) 조현일, ｢김수영의 모더니티관에 관한 연구｣, 뺷작가연구뺸 5, 새미, 1998, 105~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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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시기부터인가 김수영은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를 집에서 구독하기 시작했다. 김수영의 부인 김현경에 따르면, 김수영은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를 보내온 봉투를 뒤집어서 그곳에 작품
초고를 썼다고 한다.11)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육필원고를 확인해 보면 김수
영은 두 잡지가 포장된 겉봉투를 뒤집어서 그곳에 ｢엔카운터誌｣(1966년 4월
5일 탈고)나 ｢사랑의 변주곡｣(1967년 2월 15일 탈고) 등의 작품 초고를 작성

한 것을 알 수 있다. 죽기 직전 발표한 시편들의 초고가 이들 잡지 우송 봉투
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김수영이 생의 마지막까지 이들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수영은 언제부터 이들 잡지를 구독했을까? 1961년 4월 3일에
발표한 ｢밀물｣이라는 산문에서 김수영은 4․19를 겪은 후에 ‘송충이’ 같이
여기던 국내 잡지를 읽게 되었고, “외국인들의 아무리 훌륭한 논문을 읽어도
‘뭐 그저 그렇군!’ 하는 정도”가 된 자신의 변화를 서술하며 “뺷엔카운터뺸지가

도착한 지가 벌써 일주일도 넘었을 터인데 이놈의 잡지가 아직도 봉투 속에
담긴 채로 책상 위에서 뒹굴고 있다”12)고 쓰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도 그
가 이 두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김수영이 이 두 잡지를 언제, 어떻게 구독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보게 된 것이 이 글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미국의
민간 기구인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1957년도 제1회 시인협회
시인상을 수상한 김수영에게 그 부상으로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의 1958년도 1년치 정기구독을 제공했다. ‘자유아시아위원회’로 출발하여 개
명한 아시아재단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지식, 학술 등의 정신적인 방면에서
방대한 지원을 수행했던 미국의 민간 기구이다. 아시아재단의 한국 지원은
특히 1950－60년대에 집중적이고 결정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지원, 한국
연구원, 정릉촬영소, 드라마센터 설립을 지원했고, 뺷사상계뺸 등 잡지의 용지
지원, 각종 학회와 출판 지원, 도서 지원, 번역 프로그램 지원, 지식인의 해외
11) 김현경, 뺷김수영의 연인뺸, 책읽는오두막, 2013, 136쪽.
12) 김수영, ｢밀물｣, 뺷김수영 전집뺸 2,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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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지원 등 문화와 지식, 학술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했다. 이와 관련된
문서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인스티튜션에 이관되어
최근에 공개되었다. 이곳에 소장된 아시아재단 관련 문서들을 열람 수집하는
과정 중에 김수영의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구독을 재단 본부에
요청하는 아시아재단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13) 이들 서류는 김수영
이 세계적인 문화적 냉전과 접속하고 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제부터 아시
아재단의 김수영의 잡지 구독 지원 서류를 하나씩 따라가 보자.

13) 필자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아시아재단과 한국의 냉전문화”(연구기
간 2014~2017)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팀에서 아시아재단 관련하여 학계에 제출한 연구 성과
를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뺷한국학연구뺸 39, 2015.11; 이순진, ｢아시아재단
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 1954년~1959년 예산서류를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40, 2016.2; 정종
현,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 (KRC)” 지원 연구 : 사회과학연구도서관(1956)/한국
연구도서관(1958)/한국연구원(1964)으로의 전개를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40, 2016.2; 박연희,
｢1950년대 한국 펜클럽과 아시아재단의 문화원조 : 세계작가회의 참관기를 중심으로｣, 뺷한국학연
구뺸 40, 2016.2; 공영민, ｢아시아재단 지원을 통한 김용환의 미국 기행과 기행 만화｣, 뺷한국학연구
뺸 40, 2016.2; 정종현, ｢자유아시아위원회(CFA)의 ‘원고 프로그램(Manuscript Program)’ 지원 연
구｣, 뺷한국학연구뺸 43, 2016.11; 이순진, ｢1950년대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의 원조 : 아시아재단의
정릉 촬영소 조성을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43, 2016.11; 정종현, ｢‘조선학/ 한국학’의 국교정상
화－한국학자들의 ‘조선학회’ 연차대회 참가와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중심으로｣, 뺷상허학보뺸 49,
2017.2;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대한민국과 미국 : 냉전의 맥락에서 본 문화적 재기와 아시아 재단
의 역할 다운로드｣, 뺷한국학연구뺸 47, 2017.11; 최말순, ｢亞洲基金會와 냉전시기 대만문학의 경
향｣, 뺷한국학연구뺸 47, 2017.11; 김옥란, ｢냉전 센터의 기획, 유치진과 드라마센터 : 아시아재단
유치진․신협 파일을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47, 2017.11; 공임순, ｢김학묵이라는 에이전시 : 서
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신설을 둘러싼 미국 발 원조의 회로｣, 뺷한국학연구뺸 47, 2017.11; 이상준,
｢아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와 1950년대 아시아의 문화냉전｣, 뺷한국학연구뺸 48, 2018.2; 이순진,
｢한국전쟁 후 시청각 미디어의 배치와 냉전의 미디어 네트워크｣, 뺷한국학연구뺸 48, 2018.2; 우지
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원조와 윤석중의 아동 출판물 : 윤석중 아동연구소와 새싹회를 통해
발행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48, 2018.2; 심혜경, ｢1950년대 말 아시아재단 서울지부
의 연구 지원 사례연구 : 고황경․이만갑․이효재․이해영의 뺷한국농촌가족의 연구뺸를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49, 2018.5; 박연희, ｢제29차 도쿄 국제펜대회(1957)와 냉전문화사적 의미와 지평
: 1950년대 후반 미국 문화원조와 동서문화교류 담론을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49, 2018.5; 이선
미, ｢미국문명의 선전과 ‘자유’ 관념의 교정을 위한 소설－김말봉 뺷방초탑뺸의 사회정치적 효과 연
구｣, 뺷한국학연구뺸 51, 2018. 11; 김옥란,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냉전｣, 뺷한국학연구뺸
51, 2018.11; 정종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민족문화유산 지원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지원을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52, 2019.2; 안진수, ｢5.16 군사정변과 아시아재단 사업방향의 전환－
1961년 박정희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중심으로｣, 뺷한국학연구뺸 54, 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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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로 본 아시아재단의 김수영 지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 인스티튜션에 소장된 아시아재단의 기록자료에
서 지식인에 대한 개별 지원을 정리한 일반 서류(Korea_Individual_General)
중 ‘KIM’ 항목에 낱장으로 된 12건의 “김수영 관련 서류”가 존재한다.14) 이
들 중 첫 번째 생산된 공식 서류는 <KO-SX-7_Subscription for Mr. Kim
Su-yong>15)이다. 1958년 1월 7일자로 발송 표시되어 있으며 수신인은 아시

아재단 이사장이다. 이 서류에서 서울사무소 직원 Pak Chung Sook(박정숙
혹은 백정숙)은 한국시인협회 제1회 시인상 수상자인 김수영의 집 주소(서울
시 마포구 구수동 41-2)를 첨부하였으니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의 구독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인 Laurence
G. Thompson 박사가 한국 시인협회상 수상자인 김수영에게 “미국의 두 잡

지”인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의 1년 구독을 부상으로 줄 것을 약
속하는 편지의 복사본을 첨부하고 있다. 이 서류에 첨부된, Thompson 박사
가 김수영에게 쓴 <1957년 12월 27일자>의 편지 전문을 번역해 옮기면 다음
과 같다.
친애하는 김수영씨

아시아재단을 대표하여 나는 한국 시인협회의 올해의 시인상 수상자인 당신에
게 축하를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느긋하고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가질 수 없게 된 오늘날에 비해서 과거에는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이

14) Korea_Individual_P-148_GENERAL_KIM_The Asia Foundation, Hoover Institution Archives.
15) <KO-SX-7>(Subscription for Mr. Kim Su-yong, 7 January 1958) Korea_Individual_ P-148_GE
NERAL_KIM_The Asia Foundation,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ttached is a copy of letter
from Dr. Thompson to Mr. Kim Su-yong, winner of the annual prise of the Poets Association
of Korea, telling that The Asia Foundation will present him a year’s subscription to two
American magazines as prize : “Encounter” & “Partisan Review” Please mail this subscription
to following address and charge to PD-1. Address is : Mr. Kim Su-yong 41-2 Kusu-dong
Mapo-ku, Seoul Korea. Sincerely yours, Pak Chung 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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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쉬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현 시대의 역경 속에서도 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으
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부서지기 쉬운 자연(시와 예술)으로
실제로 국가 문화의 영원한 기념비를 형성하는 작품들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 특히 이 시기의 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표시로서,
아시아재단은 당신이 훌륭한 두 개의 미국 잡지인 뺷엔카운터뺸와 뺷파르티잔 리뷰뺸
를 구독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이 잡지들이 내년도(1958년)
내내 당신에게 사상과 영감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로렌스 G 톰슨(아시아재단 한국대표)16)

Pak Chung Sook의 보고서와 첨부된 Thompson 박사의 편지를 통해서 아

시아재단 한국지부가 1957년도 제1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자인 김수영에게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의 1년 간 정기 구독을 부상으로 약속했으
며, 두 잡지의 사무소에 김수영의 주소를 넘겨 정기 구독이 가능하도록 실행
해 줄 것을 재단 본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김수
영은 제1회 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17)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1957년 12
월 28일 공보관에서 시상식과 시낭송이 있었다. 아시아재단의 한국대표부는
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27 December 1957> Mr. Kim Su-yong, c/0 Poets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Dear Mr. Kim,
On behalf of The Asia Foundation I am pleased to extend congratulations to you as winner
of the annual prize of the Poets Association of Korea. In times past it seems to have been easier
to practice the fine art of poetry than it is today, when none of us have the leisure and peace
of mind of a more unhurried age. It is good to be reassured that there are poets writing even
under the adverse conditions of the present time. It is well for us to recall that it is those
productions which seem to be of the most fragile nature … poetry and art … which in actuality
form the lasting monuments of a nation’s culture.
As a token of our interest in the arts and particularly on this occasion in poetry, The Asia
Foundation is happy to present you a subscription to two fine American magazines : Encounter
and Partisan Review. We hope they will provide food for thought and inspiration throughout
the coming year. Once again, our congratulations.
Sincerely yours, Laurence G. Thompson / Representative in Korea
17) ｢‘시협’작품상김수영씨 결정｣, 뺷경향신문뺸, 1957.12.27; ｢김수영씨에 수상｣, 뺷동아일보뺸 195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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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전날에 김수영에게 두 잡지 1년 구독을 부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서신
으로 미리 약속한 것이다. 당시 아시아재단은 ‘자유문학상’을 지원하는 등 이
미 문학상 관련 지원을 하고 있었다. 시인협회의 시인상에 대한 지원도 같은
맥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부상으로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의 구독을 지원한 것이 김수영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아시아재단의

독자적인 방침이었는지는 남아 있는 아시아재단 서류나 김수영의 문장 어느
곳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
남아 있는 서류는 없지만, 사정을 유추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당시 유럽에 본부를 둔 문화자유회의는 아시아재단의 추천과 지원을 얻
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공공기관 및 언론사에 뺷Encounter뺸 1년 구
독권을 증정함으로써 아시아 지식인들에 대한 뺷Encounter뺸 및 문화자유회의
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자 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펜클럽 한국본부(주
요섭), 고려대학교(민병기), 부산대학교(김용익, 도서관), 서울대 사범대(이하
윤) 등의 민간 기관 및 인사들과 뺷사상계뺸(장준하), 뺷자유문학뺸(김광섭), 뺷주
간희망뺸(김종완), 뺷코리아 타임스뺸(최병우, 김수득), 뺷현대문학뺸(조연현) 등
의 민간 기관과 매체에 1년 구독권이 주어졌다.18)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요청
으로 아시아 지역에 뺷Encounter뺸 배부를 원조하고 있던 아시아재단은 이 잡
지의 1년 구독권을 시인협회 혹은 김수영에게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
면 여기에 뺷Partisan Review뺸가 추가된 것은 김수영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도 모른다.
여하튼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의 요청은 곧바로 받아들여진다. <SX-K-19>
서류에서 실무자인 Richard E. Jorgensen은 1958년 1월 14일자 편지를 통해
“김수영 씨를 위한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의 구독 기간을 입력하

고, PD-1에 요청하신 대로 이것을 청구”했다고 한국지부에 답신을 보냈다.
‘PD-1’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맥락상 아
18) 뺷Encounter뺸의 아시아지역 직배(直配)와 아시아재단의 협력 관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최진석,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 연구, 1954~1968｣,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90~194쪽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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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재단이 각 지부에서 오는 서적 요청을 해당 출판사에 발주하는 프로그램
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지는 서류들은 김수영에게 이 잡지들이 도착하
지 않은 연유를 캐묻고 있는 내용들이다. 1958년 4월 8일에 작성된
<KO-SX-191>은 아시아재단 서울지부에서 본부의 이사장을 수신인으로 하

고 실무자 Richard E. Jorgensen을 참조로 하여 김수영이 뺷Partisan Review뺸
겨울호와 뺷Encounter뺸 1월호를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까닭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의에 대한 실무자들의 메
모가 첨부되어 있는데, 뺷Partisan Review뺸의 겨울호와 봄호는 이미 1958년
4월에 발송되었으며, 뺷Encounter뺸는 주문했지만 발송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는 내용이다. 또 하나의 서류는 뺷Encounter뺸 구독부의 담당자가 쓴 1958년
5월 5일자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는 아시아재단의 구독 주문이 2월 초에

도착했고, 자신들은 1958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수영의 뺷Encounter뺸 구독
을 입력했으며 곧바로 1월, 2월호를 발송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뺷Encounter뺸
실무자는 김수영이 아시아재단 지부에 편지를 썼을 때에는 뺷Encounter뺸 1,
2월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쯤에는 도착했을 것이라 회

신하고 있다. 실제로 1958년 5월 28일자 <KO-SX-277>에서 한국지부 관계
자는 김수영이 두 잡지를 수령했다고 알리며, 이 문제를 문의해 준 데 대해
아시아재단 본부의 이사장 및 실무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 12월 20일
을 전후하여 제1회 한국시인협회 수상자로 김수영이 결정되었다. 아시아재
단 한국지부 대표 톰슨 박사는 12월 27일 김수영에게 두 잡지의 1년 구독을
부상으로 제공한다는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동봉한 ‘김수영에 대한 잡지
구독’에 대한 공식 요청 서류를 1월 7일에 서울사무소 명의로 본부에 보내고
본부의 1월 14일자 답신에서는 이 요청을 실행했다고 알린다. 그러나 잡지가
오지 않자 김수영이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에 문의했고, 한국지부에서는 4월
8일 아시아재단 본부의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과 조처를 요구하는 편지

를 썼다. 이 요구가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두 잡지사의 실무자들
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5월 28일에 김수영이 잡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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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감사를 전하는 한국지부의 서류가 본부에 우송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드러나 있는 아시아재단 김수영 지원 관련 서류는
우리에게 문화적 냉전 네트워크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일러준다. 뺷Encounter뺸
와 뺷Partisan Review뺸라는 문화적 냉전의 중요 매체를 냉전의 최전방인 남한
의 시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잡지가 시인의 “사상과 영감의 자양”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는 한국지부 대표의 편지글은 인상적이다. 더욱 눈여겨 볼 대
목은 이러한 지부의 요청이 본부로 전달되고 다시 아시아재단과 각 잡지의
실무자가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뺷Partisan Review뺸
구독 부서와 연락을 주고 받은 서류는 찾을 수 없었지만, 아시아재단과
뺷Encounter뺸 구독 부서 사이의 서신은 남아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이
서신에서 “2 Breams Buildings London E.C.4 Holborn 5708”을 주소지로 한
뺷Encounter뺸 구독 부서의 담당자는 아시아재단 실무자에게 구독 잡지의 지
연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김수영에 대한 관련 서류는
남한－미국(샌프란시스코)－영국(런던)에 걸쳐져 있는 기구들 사이의 네트
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문화 냉전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제 아시아재단의 김수영 지원 서류 중에서 마지막 문서를 검토할 차례
이다. 김수영 관련 서류 중 맨 마지막 시기에 작성된 것이 <AP-6001 :
Subscriptions Renewal to ENCOUNTER and PARTISAN REVIEW for
Mr. Kim, Su-yong(cost unknown)>이다. “김수영을 위한 뺷엔카운터뺸와 뺷파

르티잔 리뷰뺸 구독 갱신”(비용 미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서류에서 익명의
작성자는 김수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그에게 제공된 잡지 구독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수영은 이들 잡지의 여러 기사들을 현지의 다양한 잡지와 신문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온 작가이다. 뺷엔카운터뺸와 뺷파르티잔 리뷰뺸는 서방(West)에서
행해지는 가장 훌륭한 비판적 글의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김씨의 구독이
계속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이는 특히 효과적인 문학적, 사회적
비판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더욱 그러하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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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3월 말 한국 현장보고서”의 일부로 보이는 이 서류의 작성자는

김수영이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의 기사들을 번역하여 한국의 여
러 잡지에 게재해 온 사실을 밝히고, 당시 서방의 비판적 지성을 대변하는
이 두 잡지를 김수영이 계속 구독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고 적고 있다. 무
엇보다 그 이유는 한국에 “효과적인 문학적, 사회적 비판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경직된 반
공주의 일색의 남한 지식계에서 비공산주의적 진보 잡지인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를 김수영이 계속 읽고 한국 사회에 그것을 번역하여 전파
하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의 작성자는 김수영에게 해당 잡지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당대 미국이 수행한 문화적 냉전을 현지에서 전파하는 에이전시가 되길
희망했다고 볼 수 있다. 김수영이 죽을 때까지 이 두 잡지를 구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이 보고서의 요청대로 아시아재단이 1년으로 한정
된 김수영의 구독을 연장했기 때문인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 문제는 세
계문화자유회의 관련 아카이브에 남아 있을 구독자 명부의 세목을 확인해야
분명해질 것이다.

3. 아시아재단의 김수영 지원의 의미
아시아재단의 김수영 지원에 대한 연구는 자칫 한국문학의 긍지인 김수영
문학을 추문화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아시아재단은 민간 기구
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AP-6001 : Subscriptions Renewal to ENCOUNTER and PARTISAN
REVIEW for Mr. Kim, Su-yong(cost unknown)>
Mr. Kim is a writer who has translated a number of articles from these publications into
Korean for various local periodicals and newspapers.
Since ENCOUNTER and PARTISAN REVIEW represent some of the best critical writing being
done in the West, we felt that the continuation of Mr. Kim's subscriptions would be of value.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Korea where a body of effective literary and social criticism does
not exist. (From the Korea Field Report for period ending March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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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방했지만 그 전신인 자유아시아위원회가 실제로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고 그 자금으로 운영되어왔다는 사실이 1967년

에 폭로되었기 때문이다.20) 뿐만 아니라 김수영이 구독했던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역시 미․소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냉전의 한 복판에 있
던 잡지로 CIA의 자금과의 연관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미국은 공산 진영과
의 대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획득하는 심리전을 수행했다. 문화적 냉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심리전 활동 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심리전전략위원회
(PSB) 등의 기구가 만들어졌고, CIA의 공작이 이루어졌으며 막대한 자금이

뿌려졌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모더니즘 전시에 대한 지원, 사회주
의적 리얼리즘에 대항하는 추상미술에 대한 지원, 조지 오웰, 톨스토이, 안톤
체홉, 엘리엇 등 서구 고전을 일종의 반공주의 정전으로 보급하는 서적 출판
및 번역에 대한 지원 등에 CIA의 달러가 개입되었다.21)
김수영이 구독한 뺷Encounter뺸를 발행한 세계문화자유회의 등에도 CIA의
돈이 흘러들어갔다. 심리전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냉전은 적국
에 대한 선전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기 진영 사람들의 마음의 획득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문화적 냉전의 수행자들은 미국 이외 국가
들의 각 분야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세웠다. 이 엘리트 집단의 구
성원들을 미국의 “정책 기획자들의 세계관”에 경도되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
한 목적이었다. 특히 토착 엘리트들을 포섭하면, 이러한 계획을 미국이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에 따른 것으로 보이게 만드
는” 효과가 있었다.22) 아시아재단 등의 민간 기구가 해당 지역의 현지화를
강조하고 자생적 엘리트들이 미국식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이 되게 하는 지원
20) 아시아재단과 CIA의 연루는 이미 1967년에 램파트지의 폭로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치하라 마
이코는 2007년에 기밀해제된 자유아시아위원회/아시아재단에 관한 CIA 문서를 분석하여 자유아
시아위원회가 CIA의 ‘DTPILLAR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는 일종의 커버 단체였다고 주장했다.(市
原麻衣子, ｢冷戦期アジアにおける米国の反共支援と冷戦後民主化支援への影響 : 自由アジア委員会․ア
ジア 財団を事例として｣, 뺷コスモポリス(Cosmopolis)뺸 No.8(2014.3), 28쪽).
21) CIA가 주도한 문화 냉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옮김, 뺷문
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뺸, 그린비, 2016을 참조할 것.
22)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슨, 위의 책,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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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크게 보자면 이러한 문화적 냉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아시아재단과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가 미국의 문화적 냉전과
무관하지 않으며 CIA의 자금이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김수영 문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김
수영(문학)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당대
한국은 냉전의 최전방이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반공주의적 폐색이 극에 달
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진보적인 사유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딱지가
붙어 불온시되던 시절이었다.
김수영은 그 자신 전향자의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시인이다. 그는 해방기
의 임화를 흠모했으며, 한국전쟁기에는 의용군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출했으
나 체포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완의 소설

｢의용군｣ 등을 감안해 보면 김수영은 젊은 시절 사회주의에 대한 공명을 품
고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게는 월북
한 동생이 있어 사사건건 경찰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김수영은 사상의 자유는커녕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부재한 남한의 현실에 절
망했다. 김수영에게 상을 수상한 시인협회 등의 문학 단체는 그에게 일종의
보호막의 역할을 했다.
“나처럼 6․25 때에 포로생활까지 하고 나온 사람은 슬프게도 문학 단체 같은

데서 떨어져서 초연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도저히 없었다. 감정의 자유 역시 그렇
다. 이를테면 같은 시인끼리라도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감정을 먹어서는 아니 되고 그런 태도를 극력 보여서는
아니 되었다.”23) (강조 및 밑줄 : 인용자) ♣아래 한줄 띄기
23) 김수영, ｢책형대에 걸린 시｣, 뺷경향신문뺸 1960.5.20. 4․19가 김수영에게 준 감격은 그것이 지니는
혁명성 뿐만 아니라 자유당 시절 그가 느꼈던 사상적 이력에 대한 압박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었다.
김수영의 다음의 진술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과거의 문학단체를 무형의 사회적 압력에 대
한 피신처로 이용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현재 ‘한문협’만이라도 선선히 탈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압력이 경감된 때문이며, 앞으로 그런 악질적인 것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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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행을 하는 꿈을 꾸었다. 김포 비행장에서 떠날 때 눈을 감고 떠나서,
동경, 뉴욕, 런던, 파리를 거쳐서(꿈속에서도 동구라파와 러시아와 중공은 보지 못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착륙하지 못했다.) 홍콩을 다녀서, 다시 김포에 내릴 때까
지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뜬 것은 비행기와 기차와 자동차를 오르내렸을 때뿐,
그리고 호텔의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할 때뿐 그 이외에는 일절 눈을 뜨지 않았다.
말하자면 나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만은 보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일절 보지
않았다.24)

김수영이 말하는 ‘나와 같은 처지’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그
의 사상적 경력, 포로 경험과 친족의 월북 등 반공주의 남한 사회에서 언제
든 빨갱이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전향자의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에서 그는 언론과 표현, 사상의 자유를 꿈꾸었다. 숨막히는 남한의 현실에서
그는 비슷한 전향자의 내면을 가지면서 규율과 체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에서 발신하는 급진적 자유주의와, 자유주
의적 상상력에 깊이 공명하였다. 알다시피 이 두 잡지에 관여한 오든 그룹과
뉴욕 지성인파는 좌파적 상상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련의 사회주의와 미국
식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모더니즘을 숭앙하
고 당대의 제도적 구속과 독재 체제에 대해 반발했던 자유주의자 그룹이었
다. 세계문화자유회의와 뉴욕 지성인 그룹 중에는 CIA의 자금 유입에 대해
서 전혀 알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이 조직에 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 보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들
도 존재한다. 적어도 그들의 문필 활동과 주장 전부를 문화적 냉전의 선전전
으로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수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김수영
은 저 두 잡지의 중요한 필자들의 주장을 보편으로 승인하는 대신, 자신이
딛고 서있는 척박한 남한의 현실과 못났지만 끌어안아야할 자신의 ‘전통’ 속
‘시협’마저 탈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과 동일(김수영 일기 ｢1960년 10월 19일｣).
24) 김수영, 뺷김수영 전집뺸 2권, 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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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유하고 저작하여 주체를 구성해 간 시인이다. 그의 번역에는 그러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가령 수잔느 라방(Suzanne Labin)의 뺷La Condition
humaine en Chine communiste뺸(1959)를 번역한 뺷황하는 흐른다 : 홍콩 피

난민의 비극뺸25)은 그 한 사례이다. 윤영도가 상세히 밝혀 놓고 있듯이, 이
번역은 원작의 반공주의에 묘한 균열을 가하고 있다. 수잔느 라방은 소르본
대학 출신으로 이승만과 장졔스가 만든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프랑스 옵저
버이기도 하다.26) 아마도 중앙문화사의 ‘청부번역’으로 수행했을 이 번역에
서 김수영은 원제인 “공산주의 중국에서의 인간의 조건”을 “황하는 흐른다”
로 바꾸고 있는데, 역사의 거센 격랑에서도 꿋꿋이 삶을 유지해 간 중국 민
중의 생명력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번역자 김수영은 여러 생략
을 통해서 이 책의 반공주의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있다.27) 또한 당대의 대표
적인 반공주의 서적이었던 R. 아롱의 뺷지식인의 아편뺸을 읽고 남긴 그의 일
기도 흥미롭다. 뺷사상계뺸 편집위원인 안병욱 번역으로 중앙문화사에서 단행
본으로 발간된 이 책에 대한 감상을 적으며 김수영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의 현대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28)고 말한다.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현대적 상황’ 즉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잘못된 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29)
문화적 냉전의 구도 속에 있었던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통해 뺷Encounter뺸
와 뺷Partisan Review뺸 등과 접속했지만, 그것이 냉전의 에이전시들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휘했는가는 의문이다. 그 의도들은 김수영의 접속과 번역과정
속에서 오인되거나 혹은 창조적으로 수용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다. 김수
25) 수잔느 라방, 뺷황하는 흐른다 : 홍콩피난민의 비극뺸, 김수영 옮김, 중앙문화사, 1963.
26) 수잔느 라방이 옵저버로 있던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은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이기도 하다.
27) 이에 대해서는 윤영도, ｢김수영과 문화냉전－황하는 흐른다의 번역을 중심으로｣, 뺷중국어문논역총
간뺸 39, 2016.7을 참조할 것.
28) 김수영, ｢김수영 일기 1961.2｣, 창비 36(2) 2008 여름호.
29) 마르크스 사후의 마르크시스트들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경화되었다고 본 사르트르와 사회주의의

이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회주의의 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해한 김수영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김수영과 사르트르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박지영(｢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앞의 책)의 견해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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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문학은 바로 그 증거이다. 김수영의 뺷Encounter뺸와 뺷Partisan Review뺸
잡지 구독에 개입한 문화적 냉전의 양상을 구명한 이 연구가 그의 문학에
대한 추문화가 아니라 그가 문화적 냉전의 구조 속에 놓인 하나의 행위자이
면서도 그 이상일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길 바란다.
문화적 냉전의 네트워크 안에 김수영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김수영
문학의 위대함을 훼손하진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냉전의 질곡을 넘어
서서, 서방의 특수한 위치에 있던 “멋쟁이”들과 다르게 언론 자유가 부재한
척박한 땅 한국에서 피투성이 고투를 수행하며 진정 “인류를 위해서” 시와
문학을 남긴 빛나는 김수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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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Support for Kim Su-yong
by the Asia Foundation

Jeong, Jong-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aspect and its
significance of a support for poet Kim Su-yong by the Asia Foundation. Kim
Su-yong continued to read English magazines and books in those days and
left many translation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English magazines
especially such as 뺷Encounter뺸 magazine and 뺷Partisan Review뺸 among others
in which the New Left and liberalists had involved became nutrition in Kim
Su-yong’s diverse literary experiments and world-wide recognition. These
magazines of having been read by Kim Su-yong had been injected manpower
and money of CIA, which had performed the globally cultural cold war.
What offered these magazines to Kim Su-yong was the Asia Foundation.
Kim Su-yong won the first Poet Association Awards that the Society of Korean
Poets enacted in 1957. The Asia Foundation supported Kim Su-yong’s
subscription to these magazines as its additional prize.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is to clarify the aspect of this support and to analyze its
significance on a relationship between Kim Su-yong literature and topography
in the globally cultural cold war at that time through analyzing relevant
documents to a support for Kim Su-yong by the Asia Foundation, which are
left in the Hoover Archive of Stanford University.
Key words : Kim Su-yong, 뺷Encounter뺸, 뺷Partisan Review뺸,
Foundation, aid, cultural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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