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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구멸 뻐곁햄 목훌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에서의 대학원 수준의 미국학(American Studies) 학위 과정 

개설의 가능성을 검로하는 것오로서 다음 세가지 필요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소위 「學際間 연구J (interdisciplinary Studies)의 필요성이다. 요늘날의 고등교육 특 

히 대학원 수준의 대학 교육에 있어서 다면적인 학문적 협동 및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연구는 거의 不左의 상태라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특히 한 냐라의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美國學」과 같은 國學

(national study) 분야의 경 우 여 러 학문 간의 방법 흔적 협 동과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 으로 

요구됨은 물론이다. 

둘째， 미국에 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긴밀한 

관계， 정치 。 외교 。 경제 。 문화 모든 분야에 걸친 양국 사이의 밀착 관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연한 역사적 현설로 존속해 왔고 앞으로 더욱 복합척인 관계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학제적 협력을 기반A로 화는 본격적인 ，미국학 연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째， 두먼째의 필요성과 직결된 것￡로 미국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할 펄요성이다. 여러가지 의마의 國益에 직결되는 한국과 미국ι사이의 중요한 현 

실적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숙련된 전문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도 한국 대학에서의 대학원 수준의 미국학 학위 과 

정 개설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오로 한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현실적ξ로 가능한 대학원 수준 

의 미국학 학위 과정을 구체적￡로 想定해，보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모텔로 서 

울대학교를 선택하여 그 가능성을 검로해 볼 것이며， 그 결과는 한국의 다른 대학의 경우 

에도 대체로 적용될 수 있A리라 생각한다. 서울대학교를 모렐로 선택한 것은 펼자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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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대학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서울대학교가 독럽된 미국학 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가장 많 

은 미국학의 관련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 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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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멀가쩌 문제점 

작업의 첫 단계로 펄자들은 미국학 학위 과정 개설에 따르는 몇기-지 문제점을 상정해 보 

고 그 문제점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둠해 보았다. 

첫째， 현재외 대학 교육법이나 규정-으로 이러한 학제간의 연구가 가능한가， 그리고 만일 

이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 어떤 어려움아 있다면 그 극복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이다. 둘째， 시험적요로 교과과정을 작성할 때 미국 대학 및 외국 대학의 교과과정을 모텔 

로 삼을 것인가， 교과과정 설정에 있어서 한국적 득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세째，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르는 행정적 측면， 즉 주관부서의 

선정， 여러 科 사이의 협조， 예산 관계 등의 행정적 문제이다. 네째， 학제간 연구를 기반오 

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생소함을 감안하여 지원 학생을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업학 지침을 마련하는 문제이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적법성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대학교의 경우 시행상의 

볍척인 운제점은 전혀 없고 실제로 자연과학대학에서 학제간 연구에 기초한 「과학사」 프로 

그램이 석사 학위 수준에서 이마 시행되어 첫 학위 취득자가 배출되었음을 확인했다. 두번 

째， 교과과정 설정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따로 설명하겠지만， 그 설정 기준은 미국학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미국의 몇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대폭 수용하되 한국에서의 미국 

학 연구라는 특수한 입장과 한국과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그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로 세워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세번째，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르 

는 행정적 측면A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관장하느냐는 주관부서 선정 

의 문제라 볼 수 있다. 기존의 미국학 연구소가 이 표로그램을 주관하는 방안과 미국 대학 

의 대체적인 관례에 따라 미국학의 중심 학과인 영문과에서 주관하는 두 방안이 가능한데 

여려 학과간의 협초나 행정 기능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前者가 더 바람직하고 실채 교과 운 

영 면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펼자플은 미국학 연구소가 이 표 

로그램을 주관하되 교과 운영띤에서 영문과의 협조를 얻도록 하는 절충적 방안이 기-장 적 

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럴 경우 예산에 관한 모든 업무는 미국학 연구소의 소관이 

될 것이다. 네먼째로， 입학 지침에서는 학제간 연구의 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풍부 

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소개하며， 미국학 연구의 학문적 가능성 및 직업적 전망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로써 지원 학생들의 의욕과 기대에 부응해야하리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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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지엽적인 고려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물본 구체적안 교과과정의 설정 작업이다。 

이 작업을 위하여 필자들은 먼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 대학에서의 미국학 교육 

과 그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때。 외국확 며국학 학우l 표로투표햄 훨響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우려는 일팝개의 마국대학， 네개의 영국대학， 두개의 프랑스대학， 

두개의 독일대학， 그리고 각각 한개씩의 일본 @ 대만 ‘ 인도 대학에 마국학 학위과정 관계자 

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모두 열여닮개의 해학 중s 톡얼의 뭔헨 및 프랑크 

푸르트대학과 대만의 덤-강(淡江)대학， 그리고 인도의 하이드라바드(뾰yderabade)때학에서는 

회신이 없었고， 회신을 보내온 열네개의 대학 중에서도 미국의 버클라대학과 얼본의 동지 

사(同志社)대학은 활발한 미국학 연구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원 수준와 정규 학 

위과정이 없어서， 본 연구는 나머지 열두개의 대학만을 대상오로 시행되었다。% 

& 따국의 「미국학 프홉효랩」 훨환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46개의 대학이 대학원 과정 미국략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오며， 그중 26개 대학은 미국학 박사(Ph.D.) 과정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마국학 

에 대한 관심의 재개와 더불어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처럽 보얀다。 그 한 예로， 

최근 코넬대학이 미국학 박사과정을 신설했오며， 뉴욕주링대학(버펄로) 역시 오랜 숙원이 

었먼 미국학 박사과정의 설치 송인을 받아내는데 성콩했다* 뉴욕주만 하더라도 뉴욕대학 

(N.Y.U)이나 시라큐스대학감은 주요대학들이 이미 미국학 박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캘렴 

Bl 아대학이나 뉴욕주립대학(올바니) 역시 미국학 학부과정을 오래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냐 미국대학들의 미국학 프로그램은 학교에 따라 또는 지역애 따라 서로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회신을 보내온 일팝개의 대학만 하더라도， 벼교적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하버드나 예일， 중도의 입장에서 꽤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 

는 아이요와나 요스틴이나 마네소타， 그리고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버펄로냐 하와아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었다。 

우선 하버 드대 학(묘arvard U niversity)의 경 우를 살펴 보면， r미 국생 활의 역 사를 학문적 요로 

* 이 열 두개 의 대 학은 Harvard, Yale, Minnesota, Texas, Iowa, Hawaií, Buffalo(이 상 미 국) 와 8118-

sex, East Anglia, Keele, London (이상 영국)， 그리고 Paris 뼈(프랑스)이다. 
* 버펄로의 경우， 그곳 미국학과의 미국에 대한 비판척 시각과 미국내 소수인종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의 진보적 학문연구자세가 미행정부내 보수주의자들의 B] 위릎 거슬려 오랫동안 박사과정 설치 

승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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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해 J 1937년에 창설된 「미국문명사 표로그램 J (the Program in the History of Am. 

erican Civilization)에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업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 

적오로 박사과정만 운영하고있지만， 논문제출자격시험을치른 학생에게는 당락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석사(A. M.)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입학사정시에 검토하는 것은 지원자 

의 학부전공(영문학， 유럽문학， 철학사， 정치학， 사회학 등이 유리함)과 사전지식(유럽사 

나 미국사에 대해)이다. 엄격한 선발융 통해 매해 입학이 허용되는 4"'8명의 학생들은 기본 

적￡로 세개의 세미나를 첫 세학기에 결쳐 이수해야 되는데， 그 세미나는 각각 미국역사 e 

마국문학，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다른 분야 하나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한 전문교수들이 지도하는 세학기짜리 콜로키염%에 참여하여 학점을 이수해야만 된다. 

그후에는 두개의 외국어시험과 두시간짜리 구술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대상이 되는 세 

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미국사 

둘째 분야:미국문학 

하버E.大 박사과정 자격시험 범위 

셋째 붐야: 아래 일곱개 중 돼얼. 

a. 미국 정치사상 및 사회사상사 

b. 미국 종교사 및 신학사 

C. 미국 철학사 

d. 렉국 과학사 및 테크놀러지사 
e. 미국 미술사 

f. 미국 교육사 

g. 미국 법제사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논문은 「마국과 연관된 물 이 

상의 분야를 역사적오로 다룬 것」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교과과정 이수도 마찬가지 

지 만 학위 논문도 역 시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바탕으로 해 야 된 다는 것 이 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하버도의 「미국문명사 프로그램」이 배출해낸 박사학위 논문 중에는 

헨 리 내 쉬 스미 스 (Henry Nash Smith)의 「처 녀 지 J (Virgin Land: The American West As 

Symbol and Myth) (1 950)냐 리오 마르크스(Leo Marx)의 「정원 속의 기계 J(The Machiη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the America) (1964) 같은 유명 한 책 들 

도 있다. r미국문명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진은 여러 학과에서 모인 21명의 전문학자 

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는 대니얼 벨 (Daniel Bell) , 와너 버토프(Warner Berthoff) , 

* 콜로키 엽 (Colloquium) 에 는 f20세 기 를 향하여 J (On to the Twentieth Century) 또는 「미 국 저 술 
에 나타난 뉴욕J (The New York Theme in American Writing) 같은 것 들이 있 으며 , 대 개 네 명 
의 교수가 참여하여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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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워너 솔러스(Werner Soí1ors)같은 

교수(Chair)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저명교수들을 포함하여 묘두 열두명이나 되는 석좌 

흥미롭다‘ 

예일대학(Yale University)의 「미국학 프로그램 J (the American Studies Program) 역시 하 

버드처럼 박사과정을 주축오로 운영되고 있￡나， 석사학위를 원하는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 

해 일년짜리 석사과정을 개설해놓고 있다. 박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은 첫 이년동안은 주 

로 교과목 이수에만 전념하게 되는데， 영문과 @ 사학과 • 미술사학과 • 철학과 e 종교학과 e 사 

회학과 , 경제학과 @ 정치학과 등에 설강되어 있는 미국관계 과목들을 폭넓게 수강할 수 있 

다. 물론 「미국학 프로그렘」의 자체 세미나 코스들도 정기적오로 개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목들은 특별히 학제간 또는 비교적 연구태도를 그 기본 방법폰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 

색이다. 참고로 1986년 "'1987년에 예일의 「미국학 프로그램」이 영문과 및 사학과와 공동오 

로 설강한 과목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미 국 학 605 b 
영 문 r 학↓881 b 

미 국 학 624a 
영문학 869 a 

미 국 학 627b. 
영 문 학 879b 

미 국 학 638 b 
영 문 학 849b 

미 국 학 641 a 
영문학 940 a 
흑인문학 595 a 

미 국 학 671 b 
영 문 학 864 b 
미 술 사 735 b 

미국학 705 a 
사 학 720a 
종교학 705 a 

미 국 학 707b 
사 학 705 b 

미국학 750 a 
사 학 710 a 

미국학 750 a 
사 학 710b 

미국학 772 a 
사 학 373 a ’ 

미 국 학 772 b 
사 학 737b 

미 국 학 780b 

미국학 782 a 

예일大 ,01 국학 교과파옥 (1986"" 1987) 

미 국의 사진 과 문화 (Photography and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19세 기 미 국시 (NÏI,leteenth Century American Poetry) 

1950'건대 미 국문학의 흐름(American Literary Culture in the 1950’s)' 

미 국 고전 문 학 (Classic American Literature) 

미 국 흑인 문학 연 구의 문제 정 (Problems in Study of Afro-American Literature) 

낭만주의 와 현대 전통(Romantieism and the Modern Tradition) 

미 국사회 와 종교 강독(Readings in Religion and American Society) 

미 국사회 의 기 원， 1680rv 1824(Origins of American Socity, 1680""1824) 

미 국문화와 미 국지 성 사 강독(Readings in American Culture and Intellectual 
Histöry) 

미 국문화사 및 지 성 사 연 구세 머 '-t (Research Seminar in American Cuìural and 
Intellectual Histor:y) 

미 국의 서 부(The American West, 1787"'1890) 

미시시피 너머의 서부(The Trans-Mississippi West, 1890"'1980) 

미 국문화사 (American Cultural History, 1870 to the Present) 

커 뮤니 케 이 션과 문화 (Communication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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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학 787b 
사 학 745 a 

미 국 여 성 사 연 구 (Research in U.S. Women’s History, 1865"-' 1945) 

미 국 학 791 b 
사 학 770 b 

술과 마약에 대 한 미 국의 정 책 발전사(Development of American Public Policíes 
Regarding Alcohol and Narcotics) 

마 국 학 900a/b 개 인 강독 (Independent Reading) 

교과과정 이수가 끝나면 학생들은 두개의 외국어 시험과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치르게 된 

다. 자격시험은 1) 역사분야 2) 문학분야 3) 순수예술이나 유형문화분야 4) 이본적 • 방법론 

적 분야의 네 분야에 걸쳐서 구술시험￡로 시행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학위논문을 쓰게 

되 는데 , 논문은 「연구와 해 석 에 있어 서 새 로운 경 지 를 개 척 하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및 비 교적 (comparative) 학문태 도」로 씌 어 져 야만 한다e 예 일의 「미 국학 프로그램 」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교수진도 역 시 하벼 도처 럼 저 명 한 학자들로 구성 되 어 있는데 , 그중에 는 R.W.B。

루이 스(R.댐T. B. Lewis) 나 찰스 파이 들슨(Charles Feidelson) 같은 사람도 있 다. 

동부의 하버드내 예일을 떠나 중서부의 마네소타나 아이오아나 텍사스로 오게 되면 보다 

더 진취적이고 더 다양한 성격의 마국학 프로그램과 만나게 된다. 예컨대 미네소타대학(the 

University of Minnesota)의 「미국학 공로그램 J (Program in American Studies)의 설치 목적 

은 「복합적이고 다원적이며 부단히 변천해 가는 미국사회를 미국 내의 각기 상이한 문화집 

단들 사이의 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다. 미네소타의 「미국학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시각에 부합하는 핵심 교과 

목(Core Courses)을 자체 표로그램 내에서 여닮개 설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두 학기 (two 

quarters)에 걸쳐 수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석사과정 두 과목， 박사과정 네 과옥 필수 

이수). 

口|너l 소타大 「미국학 E로그램」의 핵심 jjl과목 (Core Courses) 

1. 미 국학 8219"'8220 

2. 미 국학 8229"'8230 

3. 미 국학 8239"'8240 

4. 미 국학 8249"-'8250 

5. 미 국학 8259"-'8260 

6. 마 국학 8269"-'8270 

7. 미 국학 8279'" 8280 

8. 미 국학 8289"-'8290 

미 국의 문화적 지 역 을 (American Cultural Regions) 

국제 전 망 속의 미 국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미 국의 성 별， 인종， 계 급， 민족성 (Gender, Race, Class. and/or Ethnicity 
in America) 

유형 문화와 대 중문화(Material Culture and/or Popular Culture) 

문학 o 역 사 。 문화 (Literature， History, and Culture) 

정 치 , 경 제 , 법 (Politics. Economics, and/or the Law) 

사회 와 사회 과정 (Society and Social Processes) 

미 국의 종교와 정 신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America) 

미네소타의 「미국학 프로그램」은 주로 1) 미국사 2) 미국문학 3) 미국철학과 미술 4) 사 

회과학의 네 분야를 강조하고 있우며， 그외 미국문화를 초창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도록 규정 짓고 있다. r미 국학 프로그램 」에 참여 하고 있는 학과로는 영 문 e 사학 • 저 널 

려즘 9 사회학 。 흑인학 • 여성학 。 지리학 e 도시학， 그리고 언류학 등이 있으며， 참여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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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핵심교수(core faculty)가 일곱명， 그려고 타과 참여교수(associated facuty)가 마흔두명 

이다. 

텍 사스대 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미 국학 프로그램 의 공식 명 칭 은 「미 국학 

및 미 국문명 프로그램 J (American Studies and American Civilization 맘rograms) 이 다， 이 곳에 

는 미국서부개척사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웰리엄 게쓰만(William H. Goetzmanrψ야 있는 

데 s 그는 미국학 전공￡로 1957년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67년 역사부문요료 풀리척상 

을 받았다. 현재 요스틴의 미 국학 포로그램 주임 교수는 로벼 트 크런든(Robert 없. Crunden) 

인데 그는 1967년 하버 드에 서 미 국학요로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특히 미 국문명 을 유럽 과 아 

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e 오스틴외 「미국 

문명 프로그램」은 모두 열명의 미국학 전공 전속교수를 갖고 있￡며， 다음 일팝가지 분야 

를 특히 강조하여 교과목을 설강하고 었다. 

택사소大 1I!.과파정핵 암심분야 

1. 미 국의 지 적 • 문화척 e 예 술적 생 활 (American intellectual, cu\tural and artistic life) 

2. 서 부， 환경 학， 지 역 의 역 할 (The West, environmental studies, and the role of the region) 

3. 대 중예 술과 대 중문화(The Public arts and popular culture) 

4. 여 성 학(Women’ s studies) 

5. 건축물 보존과 복구， 박풀관학， 유형 운화(Architectural preserγation and restoration, museum 
studies, and material culture) 

6. 미 국문화와 외 국문화(τhe 흰oreign relations of American culture) 

7. 미 국생 활 속의 과학， 의 학， 테 크놀러 지 (Science, medicine, and technology in American life) 

「마국운명 프로그램」 위원회외 렘버들은 영문과， 시-학과， 안류학과， 정치학과， 미술사학 

과에서 냐온 열한명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학생플은 텍사스대학내의 어느 학과외 과목 

이라도 수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석사과정은 모두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갚다. 

쩍 λ}파정 (M. A.) 30학점엌 때 g캡 

1. 12학정 : 미국문명 핵심 교과옥과 방볍론 코스 

2. 6학점 : 타과 교과목 수강(전공과 밀접한 관계과목) 

3. 6학점 : 자유과목 선택 수강 

4. 6학점 : 미국문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 코스 

박사과정 (Ph.D.)의 경우엔 한개의 외국어 시험， 자껴시험， 그리고 학위논문제출의 과정 

을 거쳐야 하는데 논문은 「학제간 연구를 포함하는 독창적인 학문적 엽적」이어야 한다. 박 

사과정에서는 다시 12학점의 미국문명 핵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혜? 그줌 3학점은 연구 

코스， 또 3학점은 방볍론(methodology)코스? 그리고 나머지 3학점은 강독코스여야 웰다@ 

참고로 1987년 가을학기 「미국문명 프로그램」이 설강한 대학원 핵심 교과목은 다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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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 321 

미국학 322 

마국학 323 

미국학 325 

마국학 355 

마국학 350 

미국학 370 

미국학 371 

미국학 371 

미국학 372 

텍사스大 핵심 교파목 (Core Course) : 1987년 가을학기 

미 국의 사회 과학(Social Science in America) 

스포츠， 건강， 매 스미 디 아(Sports， fitness, & mass media) 

미 국의 여 성 (The W oman in America) 

미 국의 서 부 (American West: Art/Photo/Culture to 1880) 

1865년까지의 미국문화의 주류(Main Currents in American Culture to 1865) 

1865년 이 후의 미 국운화의 주류(Main Currents in American Culture Since 1865) 

20년 대 : 질 험 의 시 대 (The twenties: Age of Experiment) 

미 국사회 의 예 술가 (The Artist in American Society) 

여 성 과 법 (Women and the Law) 

보존이 폰 (Preservation Theory)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해 냐가면서， 우리의 연구에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져 필자들의 시션을 끌었던 것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아이오아와 하와이 그리고 버펄로의 「미국학 폭로그램」이었다. 우선 아이오아대학(the 

University of Iowa)의 30페이지짜리 「미국학 프로그램 헨드북J (American Studies Program 

Handbook)을 읽￡면서 필자들은 1934년에 시작되어 1947년에는 학위과정까지 갖춘 정규 

프로그램무로 발돋음한 아이오아대학의 유서깊은 「미국학 프로그램」이 대단히 충실하고 대 

단히 안정되어 있￡며， 또 대단히 다양한 커리률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본 당 

시엔 아직 「미국학」이라는 명칭의 박사학위 수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서 공부한 학생들은 영문학이나 역사학으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중에는 1948년에 영문 

학으로 학위를 받은 유명한 헤밍웨이 학자 필립 영 (Phi1ip Y oung)도 있다. 

지금까지 50여명의 박사를 배출해내었고? 약 35개의 미국학 코스를 설강하고 있무며， 20 

여개의 학과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아이오아대학 미국학 표로그램은 

하버드나 예일과는 달리， 정규 석사과정과 정규 박사과정을 둘 다 운영하고 있다. I석사과 

정은 단순히 박사과정을 위한 전주곡이 아니다」라고 아이오아의 「미국학 프로그램 핸드북」 

에는 씌어 있다. 석사과정은 대개 세학기만에 바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위논문을 쓰면 

30학정을， 그리고 논문을 쓰지 않오려면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 이수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이 오아大 석 사과정의 요구조건 

1. 12학정 (4과목) : 미국학 과목이나 미국흑인학 (Afro-American studies) 과목 중에서 

2. 12학점 (4과목) : 마 국문화의 한 분야에 관한 네 과목(예 : 여 성 학과 미 국가족제 도에 관련 된 네 과목) 

3. 12학정 (4과목) : 역 시 미 국문화의 또 다른 분야에 관한 네 과목(위 의 항목 2의 네 과목과 관련 이 
있어야 함) 

4. M.A. 논문제출 또는 M.A 종합시험 합격중 택일 

한펀， 아이오아의 미국학 박사과정은 모두 72학점의 이수를 요구하는데 다음 일곱개 항목 



의 요구조건을 만족시 켜 야만 학위 취 득이 가능하다. 

Of이오아大 박사과정 요구조건 

1。 미 국학 핵 심 교과목 4"'5개 (12"'15학정 ) 이 수. 

2. 첫번째 전공분야 과목 6"'7개 08""21학정) 이수。 

-←첫변째 전공분야는 대개 다음의 범위 내에서 택일할 수 있다* 

a. 미 국 흑인 문학 (Afro-American Literature) 

b. 식 만 지 시 대 의 미 국생 활과 문화 (Colonial American Life and Culture) 

C. 여 성 학 (Women’ s Studies) 

d. 마 국적 자아의 개 념 (Concepts of an American Self) 

3. 두변째 전공분야 과목 6"-'7개 이수， 

--이 두번째 전공은 첫벤째 전공과 대조되는 것이어야↓함. 예를 들띤 다음과 같음. 

정벌잭좌흐 둔벌짝정골 
안문학 분야 --←→사회학 분야 

당대 ←과거 

미국적 시각 국제적 시각 

주류문화 지 엽 문화 

백인사회 소수인종사회 

4. 부전공 A 또는 첫째 부전공 과목 3"-'4개 (9rv 12학점) 이수。 

--전통적인 기존 학문에서 늘 제외시킨 파목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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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얀다언과 백인 연관연구j ， 1언어와 운화j ， 1미국의 테크놀러지 j， 1마국 휴인사」 등. 

5. 부전공 B 또는 두번째 부전공. 

--다음 과목을 중 두개를 선태하여 이수해야 됨. 

a 。 외국어 

b. 통계학과 컴퓨터 전산학 
C. 저널리즘 

d. 작문과 수사학 
e 。 이론(마르크시즘， 심리분석이폰 등) 

f. 박플관 실무 
6. 수련 과정 Cinternship) 이 수. 

교내 여러 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됨， 일주일에 열시간씩 한학기 동안 수련과정을 

이수. 

7. 션택과목 9학점 이수. 

이려한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학생들은 종합시험을 치르고 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된다g 

아이오아대학 역시 미국학 박사학위 논문은 학제간 연구이어야 하며 비교문화적 엽적이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엘리트문화만을 연구하는 영문과에서 배출된 논문과， 

엘리투문화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민속운화까지도 연구하는 미국학과에서 씌어진 논문은 

* 각 분야별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l을 참조할 것。 물론 여기 제시한 네가지 분야는 하 
나의 예에 불과하고 그 외의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94 美 國 學

그 성격과 접근태도와 연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 오아대 학의 「미 국학 프로그램 」이 특히 관심 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미 국학과 미 국 

흑인학， 그리고 미국학과 여성학 사이씌 연관이다. 다섯명의 전속 핵심교수와 다섯명의 협 

력교수를 갖고 있는 아이오아의 「미국학 프로그램」에는 그 외에도 역사 • 인류 ’ 미술사 • 영 

화 • 지리 e 정치학 e 사회학 분야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하와이 대 학 (the University of Hawaii) 의 「미 국학과J (the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 

는 그 지라적 。 인종적 특-성으로 안해， 미국문화와 아시아。태평양 문화와의 상호영향에 대 

한 비교연구에 강한 학과이다. 이곳의 학위과정은 학사 e 석사 @ 박사과정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교수진은 현재 열명의 전엄교수와 너}명의 협럭교수， 그라고 두명의 맹예교수로 구 

성되어 있다。 우선 석샤과정을 살펴보면? 각각 1년 코스얀 미국문학 개관과 미국사 개관을 

수강해야 하며， 그 이후에 미국학 강좌인 600, 601 , 602블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석사논문을 쓰는 경우엔 27학점을 세미나로 취득하고 6학점을 논문연구로 얻게 되며， 논문 

을 쓰지 않을 경우엔 33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그중 적어도 15학점은 미국학과에서 섣강한 

핵 심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 득해 야만 하며 , 18학점 은 600단위 이 상의 과목오로부터 띠-내 어 

야만한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33학점 외에 39학점 (600단위 이상)에 해당하는 13과목 

을 더 이수하여 모두 72학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다。 자격시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세 분 

야(과에서 제시한 아래 도표의 여섯 분야중 선택)에 대한 펄기시험 (4시간)과 구술시험 (2시 

간)을 치 려 야만 되 는 자격 시 험 (Qualifying Exam)과， 그것의 합격 이 후에 치 르는 구술 종합 

시험 (Oral Comprehensive Exam)이 바로 그것이다. 자격시험의 선택분야가 되면서 동시에 

대학원 교과과정의 기본이 되는 하와이대학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하와이大외 교과과정 및 연구분야* 

1. 미 국의 문화와 예 술(Culture and Arts in America) 

650B 민 속전 통 (Folk Traditions) 

650D 대 중문화(Popular Culture) 

652 20세 기 국문학 (20th Century National Literature) 

2. 미국과 세계 (U.S. and the World) 

660B 미국과 일본(U.S. and }apan) 

660C 해 외 의 미 국언 을 (Overseas Americans) 

660D 아시 아 속의 미 국(U.S. in Asia) 

660E 비 교문화 (Comparative Culture) 

661 미국과 세계 (D. S. and the World) 

* 하와이대학의 보다 더 자세한 교과과정은 별지 2를 참조할 것. 



3. 사회 적 • 문화적 정 체 성 CSocial and Cutural Identity) 

620B 1920'건 대 의 할 렘 (Harlem in the 19208) 

620D 미 국문학에 나타난 흑인 (Blacks in American Literature) 

620E 사희적 지류문화(Social Subcultures) 

620F 인종간의 교류 (Interethnic εommunication) 

622 마 국문화 속의 여 성 (Women in American Culture) 

623 미 국의 지 역 사상(American Regional τhought) 

4. 환경 과 사회 (Environment and Society) 

610B 테 크놀러 지 와 환경 (Technology and Environment) 

610C 미 국의 도시 (The American City) 

5. 마 국의 제 도 (American Institutions) 

630B 애 스 미 디 어 (Mass media) 

630C 대 통 령 제 도 (Presidency) 

630E 미국역사 속의 가족제도(The Family in U.S ‘ History) 

6. 미 국의 사상과 신념 (American Thought and Beliefs) 

640B 19세 기 국문학 (l9th Century National Literature) 

640C 철 학적 근원 (Philosophic Origins) 

640F 제 퍼 슨식 전 통 (Jefferson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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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G 미국의 비판자들 : 여성과 제삼세계의 마국인들(Critics of America: Women and Third 

World Americans) 

644 미 국의 종교 (Religion in America) 

하와이대학의 교과과정에서 특히 필자들의 관십을 끌었던 것은， 그-곳의 미국학 표로그댐 

이 단순히 마국에 대한 지엽적 연구에만 머무료고 있는 것이 아니략， 미국을 아시아의 관 

점 또는 제삼세계의 관점무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었다。 이점， 미국과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의 경우에 대단히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펄자들은 앞￡ 

로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을 설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국벼 rH 학떼 잃힘 가능학 몇가지 펙목 

1. 한국에 서 의 미 국의 경 험 (American Expericence in Korea) 

2。 한국의 미국안을(Americans in Korea) 

3. 미 국의 한국인들(Korean-Americans in U.S.) 

4. 한국여 성 과 미 국여 생 (Korean Women vs. American Women: A Comparatiγe Stucly) 

5。 비 교문화 : 한국과 미 국 (Comparative Cultures: Korea and U.S.) 

1968년 예일대의 바국학 교수진이 대거 버펠로로 옮겨요면서 창설된 뉴욕주렵해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의 마국학과는， 그동안의 미국학 연구가 미국문화와 미 

국문명 에 만 춧점 을 맞춘 자기 민족중심 주의 (ethnocentrism) 였다고 비 난하며 「국제 적 시 각에 

의한 미국의 연구」를 표방했던 진보적인 표로그댐이었다， 짜라서@ 유럽에 해함 해항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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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서의 미국학， 그리고 제삼세계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수단무로서의 미국학을 

배격하고， 지배문화(dominant culture)의 밖 (outiside)에서부터 지배문화--곧 미국--를 

바라보려고 했던 버펄로의 학자들은 다음 다섯 분야를 자신들의 주된 연구대상오로 삼았고， 

그것은 요늘날 버펄로 미국학과의 전푼분야가 되었다. 

뉴욕쭈립大의 주g 연구대상 

1. 인 다 언 연 구 (Native American Studies) 

2. 푸에 르토 리 코 연 구 (Puerto Rican Studies) 

3. 마 국흑인 연구(Afro-Amercian Studies) 

4. 여 성 학 연구(Women’ s Studies) 

5. 미국 연구(U.S. Studies) 

미국문화의 주요 진통과 흐름을 벼주류 문화와 소수인종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려 

는 위와 같은 버펄로의 미국학 포로그램 역시 하와이대학의 경우처렴， 제삼세계에 속해있 

는 한국의 교과과정 설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매 펄로의 「미 국학과J(the American Studies Department)는 모두 17명 의 전 임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미 국 최 대 규모의 미 국학과 중 하냐-인데 , 그 중에 는 도시 연구와 구술역 사(oral history) 

연구로 유명 한 마이 를 프리 쉬 (Michael Frisch) , 민속음악의 권위 자인 찰스 카일 (Charles 

Keil) , 문화사학자 로렌스 치슴(Lawrence Chisolm) , 그리고 여성학 연구가 알리자베스 케 

네 다 (Elizabeth Kennedy) 교수 등이 포함되 어 있 다。 

벼펄로에는 학사 。 석사 ’ 박사과정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데， 득이한 점은 아이오와처럼 

공동학위 (joint-degree)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미국학 석 

사(M.A.)와 법학 박사(J.D.)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협력 프로그램이다e 석사 

과정 은 모두 32학점 을 요구하는데 , 석 사과정 을 마치 면 그것￡로 박사과정 요구조건 중 하 

나흘 만족시키는 셈이 된다. 박사과정에는 다음 여젓가지 요구조건이 있다. 

뉴욕주칩大 박사과정 요구조건 

1. 교과목 이수 :72학정 61 상 

2. 현장실습(fieldwork) : 적어도 일년동안 외국이나 공공기관이나 관련부락이나 이웃에서 실습하며 

그 과정을 기록해 제출(예컨대， 푸에르로 리코나인디언 보호지나 흑인동네나 그와 관련된 기관). 

3. 외국어 시험 : 두개의 외국어. 

4. 강의 경험 : 박사과정 학생윤 의무적2，후 미국운화와 관련된 학부 강의 하나를 맡아서 실습해야 

됨， 

5. 종합시험 a. 핵생 교과목 

b. 강의성습 내용 

C. 현장실습 내용 

d.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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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 논문 : 학제 간 。 통문화적 • 간(間)문화적 (interdisciplinary, cross-cultural, and inter-cultural) 

연구이어야 함. 

버펄로의 교과과정온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부전공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분 

다양하게 설강되어 있는데， 예컨대 여성학을 전공오로 하고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무로 과정을 이수할 수 

미국학을 부전공으로 

있다。 

효
 

벼
E
 느
」
 

야
 
하
 

뉴욕주됩大 밟사파정으l 한 경우* 

부전공:미국학 

문화사 특강 1 (Topics in εultural History) 

여 성 학 콜로 키 염 (Women’ s Studies Colloquium) 

여 성 과 교융 (W omen and Education) 

문화사 특강 1I (Topics in Cultural History) 

여 성 의 通문화적 염 구 (Cross-Cultural Study of Women) 

교수법 지 도 (Supervised Teaching) 

문화분석 I (Cultural Analysis) 

현 장실 습 방볍 콘 (Fieldwork methodology) 

교수법 지 도 (Supervised τeaching) 

문화분석 II (Cultural Analysis) 

미 국의 만족성 과 교육 (Ethnicity and Education in U.S.) 

연구지도 : 여성의 인생의 한 특정 양상 (Directed Research: A Specific 

Aspects of W omen’s Lives) 

학기 : AMS G23~624 현장실습(Fieldwork) 

학기 : 논문지 도， 논운， 논문구술시 험 (Thesis Supervision, DissertatÍon and Oral 

Defense) 

〈학생 A> 전공 : 여성학， 
첫 학기: AMS 503 

AMS 505 

AMS 529 

둘째 학기 : AMS 504 

AMS 516 

AMS 626 

세째학기 : AMS 507 

AMS 621 

AMS 626 

네째학기 : AMS 508 

AMS 558 

AMS 552 

및 여섯째 

및 여댐째 

다섯째 

일곱째 

표로그램을 갖고 

주로 미국과 영국의 비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렴 부인다. 또한 영국의 경우엔 학부에서의 미국학 연구도 대 

단히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가 펀지블 브낸 곳은 써섹스， 이 

여러 대학들이 미국학 

2. 영국으I i !J 1 국학 프료그햄」 훨황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로 안해 

있지만， 또한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영국에서의 미국학 연구는 

에 

이 네 대학무로부터 모두 회신이 왔다. 

영국에서의 미국학 프로그램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폰이 되는 곳은 역시 써섹스대학(the 

University of Sussex) 일 것 띠 다。 써 섹 스대 학은 아마도 영 국내 에 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혁 신 

그걱고 런던대학이었고， 스트 앙글각아， 키일， 

적얀 마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우로서 해마다 많은 저명교수 및 작가들을 

특정은 역사 o 문학 9 사회 

과정이수의 케이스 소터다 네개가 별지 3에 수록되어 

몇 강연을 담당시키고 있다。 써섹스의 

가상해 작성한 * 각기 다른 전콩의 경우를 
있음. 

초뱅하여 강의 해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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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학 -문약씌 진취석야고도 과강한 착지l 갚 빚 터l .ii'..둔파석 맏구텍 도야 다. ;, JJ ~'Jl 
/‘ • 

j →τ 

9-1 ..]득i 장은 삭사과갱은 댐 @ 미의 바.Jll. 연구를 윈 7,ì 0 긍 
/、 -~-''l 그다고 옆 

왜한 강jι~ 구1철해 놓고 있、녁-늠 점이다. 

「영마학 연구 J (Anglo-American Stud~'es) 라는 석사과정위 :챙칭석 -3ìl 고 있듯이 석 

학우}는 영 s 마의 벼~1iL연구를 통해 일년만-얘 밭을 수 있도록 뛰녁 룹은 「바쿄운 

제 들J (Comparative 혈uestions) 이 라는 교과목 하나플 첫 학기 에 수강해 야 려 o! 피「북은 (;1 

라영의 교수뜰야 공동강의플 하게 되며， 아래의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A셔섹스大2i 강의 및 혈구분야 

1。 국만의 정 체 성 ; 신민 (톰民)과 시 면 (l1'j民) (National Identity: Subject and 원tizen) 

2. 운화작 연펜￡로서의 역사 영 • 마 커뮤냐티와 사회사(History as Cultural Relations • Anglo-

American Communities and the Writing of Social History) 

3. 성멸， 인종， 계급--신거권의 허용(Gender， Racε and Class-Granting the Suffrage) 

4. 포스트오더 니 즘에 대 한 논의 ←→후기 자본주의 의 정 의 (Debates in Postmodernism一DεÍÌning Late 

Capitalism) 

두먼째 학기에는 다음 몇가지 과목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하고 간 기말 페이펴를 제출 

해야한다. 

써섹쇼大의 교과목 

1. 앵 글로 아머1 리 카의 통치 , 문화， 사회 척 변 화 (Goγernance， Culture Rnd Social Change in Anglo-

America, 1700"-' 1850) 

2. 미 국문학과 새 로운 공회 국 (American Literature and the New Republic, 1782"-'1835) 

3。 선거 권 려 용 이 후의 여 성 과 페 마 니 즘(Women and Feminism Since Suffrage) 

4. 미 국흑인 의 투쟁 : 국제 적 • 01 교적 시 각 (The Afro-American Struggle: International and εom

parative Perspectives) 

5. 미 국의 외 교와 국내 정 책 (U.S. Foreign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6. 포스트모더 니 즘 (Postmodernism) 

세번째 학기(여름)에는 석사논문을 완성 하는 한펀， 일주일에 한먼싹 열리는 진도 정검 

세 미 나(Work-in-Proress Seminar)에 참석 한다. 

미 국학 박사과정 (뼈。 Phil.파 D.Phìl.)은 별다른 교과목 이수가 없 o 며， 래주 있는 「진도 

점검 세미냐」에만 참석하면 된다. 그리고 첫해에 학위논문 채획서릎 제출하고 그것아 승인 

되면 논문을 쓰기 시작한다. 교수진은 묘두 14명이며 프로그램의 정식맹칭은 「미국학 분과」 

(American Studies Division) 이 다a 

학부과정에서부터 석 @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블 혹내온 이스트 앙글리아(the 

Uníversity of East Ang1ia)대 학의 미 국학 프로그램 은 「영 。 미 학 대 학J (the School of English 

American Studies) 이 다. 이 「영 @ 마학 대학」에서는 문학， 창작， 영화， 연극， 지방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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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역사， 언어학， 그리고 미국학오로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오며， 문학， 역사， 영국학， 

미국학， 언어학， 그리고 연극오로는 박사학위플 수여하고 있다(M.Phil. Ph‘ D.). 두 학기에 

걸 쳐 수강하게 되 는 석 사과정 의 핵 심 교과목은 여 러 교수들에 의 해 공동강의 (team -teaching) 

형식A로 진행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01 쇼트 앙글리 아大 핵심 교짧목 

1. 미 국의 소수 인 종 (American Minorities) 

2. 권력 관계 및 문화소산(Power Relations and Cultural Productions) 

3. 인 종적 경 험 (Ethnic Experience) 

4. 대 중문화(Popular Culture) 

이러한 핵섬 교과목들은 미국사회를 다원주의와 옐리트주의， 이데올로거， 언총g 계급， 

권력 s 신분， 문화， 지유문화， 이동성 등의 측면에서 역사적우효 분석하는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써섹스가 설강하고 있는 고급 세미나 중에는 다음과 같야 흥미았는 것을 

이 있다. 

이스토 앙글리 Of:k입 고급 세미나 

1. 1865년 이 후의 미 국흑인 (The American Negro since 1865) 

2. 미국의 노예채도와 한(反) 노예제도운동(Slavery ar해 An상-Slavery in the U.S.) 

3. 마 국의 성 디 언 션 ~.CThξ Americarr Indian) 

4. 01 만 과 동화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5. 유태 계 미 국작가(The Jewish-American Writer) 

6. 1880'건 부더 현 재 까지 의 마 국의 도시 발전 CAmerican Urban Deγelopment， 1880 to the 

싹즈:료 앙긍맺 약의 략샤E꽉;껑 역시 「연구학위 J (Research Degree) 라고 불려는 영국외 박샤 

과챙획 뱀례에 따라? 특청 고l과목 이수 조건은 없고 다만 논문 주재의 제출과 숭언여 딸i않 

후 옥À}적 연구플 통해 완성 된 논문오로 학위 를 받도록 되 어 있다。 이 스트 앙글리 아와 쟁 

우 미국학 프로그랩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묘두 49명이나 된다。 

키일대학 (the University of Keele)의 미국학 효로그램은 1961년에 시작되었고， 정식a로 

독랭 된 「미 국학과J(the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가 창설된 것은 1965년아 다9 현채 

전엄 교수진은 묘두 11맹오로 구성되어 있 o 며， 학과장인 D.K. 아담스교수가 교내 연구겨 

관인 데이빗 부루스 미국학 센터 (the David Bruce εentre for American 용tudies)의 소장칙을 

겸하고 있다. 데이빗 브루스 센터는 1969년에 설립펀 미국학 연구소로서 교수을과 돼학원 

생들이 회원이 되며， 정치적오로 강의나 세미나나 콜로키엄을 설강하는데 이것들은 미국학 

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이면 누구나 수강하도록 되어 었다. 키일대학의 주요 관섬분야늪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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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일大의 주요 관심분야 

1. 미 국운학(American Literature) 

2. 미 국 정 부와 정 치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3. 미 국사 (U.S. History) 

4. 미 국지 리 (American Geography) 

카일대학의 미국학과에서는 데이빗 브루스 센터와 공동으로 크게 두가지 전공으로 나누 

어 석 사학위 블 수여 하고 있는데 , 그 중 하나는 미 국문학 석 사(M.A. in American Literature) 

이고 또 하냐는 미국사 벚 미국제도 석사(M. A. in U.S. History and Institutions) 이다. 우선 

미국품학전공 프로그램을 살펴브띤， 일년 코스로 되어 있오며 일년동안 네과목을 이수하고 

짧은 논문을 제출한 다읍， 종합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강해야 될 교과목은 다음 여닮개 강 

좌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i 

키일大 품학전공 교과목 

1. 19세기 및 20세기 미국문학의 양상 (Aspects of American Literature in the 19C. and 20C.) 

2. 미 국 낭만주의 의 발 흥 (The Flowering of American Romanticism) 

3‘ 호손과 멜 빌 (Hawthorne and Melville) 

4. 헨 리 제 임 스 (Henry James) 

5. 사실 주의 와 자연 주의 (Realism and Naturalism) 

6. 에 즈라 파운드와 모더 니 스트 시 학 (Ezra Pound and Modernist Poetics) 

7. 1915"" 1940의 미 국운학 배 경 연구 (Studies in American Literary Culture, 1915"""1940) 

8. 현대 미 국소설 (Contemporary American Fiction) 

한펀 미국사와 미국제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골라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 

다(거타 모든 것은 문학전공과 동일함). 

키일大 미국사 및 미국제도 전공 교와목 

1. 1776년 이래 미국사와 미국정치의 제 문제 (Problems in U.S. History and Politicssince 1776) 

2. 미 국혁 명 (The American Revolution) 

3. 노예 제 도와 그 이 후 (Slavery and Its Aftermath) 

4. 뉴 딜 정 책 (The New Deal) 

5. 1921년부터 현재 까지 의 외 교정 책 (Foreign Policy, 1921 to the Present) 

6. 대 통령 제 도 (The Presidency) 

7. 민 중과 정 치 (The People and Politics) 

8. 공공정 책 의 형 성 (The Making of Public Policy) 

9. 미 국의 정 치 사상 (Amercian Political Thought) 

런던대학(the University of London)에서는 다른 대학들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학 연구소」 

(the Institute of United States)에 서 여 러 개 의 단과대 학에 등록해 있는 학생 들을 모아 「미 

국학 석 사J (M. A. in Area Studies-United States) 프로그램 을 운영 하면서 학위 를 수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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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 주관하는 석사과정도 영국의 다대학의 경우처럼 1년 코스(part-time 학생 은 

2년)인데， 입학이 허용된 학생은 아래의 역닮 분야 중 한 분야를 전공과 논문주제로 그리 

고 두 분야를 부전공오로 선택해서 거기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런면大 전공분야와 교과목 

1。 미 국학 전 공 (American Studies): 

• 교과목 : r미 국의 문화와 테 크놀라 지 J (Culture and Technology in America) 

2. 도시 연 구 (Urban Studies) : 

0 교과목 : r1700년 이 래 미 국도시 의 발전 J (The Development of Urban America since 1700) 

3. 경 제 적 지 리 (Economic Geography) : 

。 교과목 : r천연자원의 사용과 운송수단의 딸전 J (Natural Resource Usage ancl Transport Devel

opment) 

4. 교육 (Education) : 

8 교과목 : r미 국교육의 국제 성 J (U. S. Education in Its lnternational Dimension) 

5. 역 사 (History) : 

@ 교과목 : r-연 방에 서 국가로 : 미 국의 역 사， 1828"-'1877 J (From Union to Nation: the 묘istory of 

the U.S. , 1828"-'1877) 

6。 문학(Literature) : 

。 교과목 : r국외 망명 자들J (The Expatriates) 

7. 정 치 (Politics) : 

。 교과목 : r미 국 정 치 와 사회 J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8. 전 쟁 연 구 (War Stuclies) : 

e 교과목 : r고렵에서 냉천으로， 1938"-' 1963J (From Isolation to Cold War, 1938"-' 1963) 

런던대학의 경우， 미국학 포로그랩 참여교수는 일곱명이며 

알려져 있다. 

학생수 역시 소규모인 것￡로 

g‘ 호포량스의 「마쭉학 효프로그램」 현황 

회신을 보내온 파리 m대학 (Paris m, Université de la Sorbonne Nouvelle) 은 미국학 학부 

과정과 석사 및 박사과정까지 갖추고 있는 꽤 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오며 참여교수 

잔만 해도 80명이나 되었다。 파리 m대학의 경우 마국학 프로그램은 「영어권 연구소J (Institut 

얘u monde anglophone) 가 주관하고 있우며 g 이 연구소 소장은 미젤 파브르(Michel Fabre) 

이다. 

우선 석 사(la Maîtrises)과정 을 살펴 보면， 다음 세 가지 의 요구조건이 있다. 

파21 大 석 사과정 묘구조검 

1. 연구소의 전엠교수 중 한 사람을 논문 지도교수로 선정하여 그와 상의하여 정한 전공주제에 대 

해 연구하고 논문을 쓸 것. 

2. 논문 지도교수가 주관하는 매주 한시간씩의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석사과정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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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지도교수가 주관하는， 매학생마-다 정기적S로 정해놓은 개인지도 이수.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더블 스페이스 타이핑￡로 80rvlOO페이지의 분량을 요 

구한다.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지목록을 갖추어야 한다@ 

파리대학에서는 박사과정이수증(D. E.. A.)을 수여하며， 그 이후에 제 3 기 박사 (doctorat de 

3ème Cycle)와 국가박사 (doctorat d’E때t)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최근 제 3 기 박사와 

국가박사가 하나로 통합되 어 새 로운 박사학위 (doctorat unique 또는 nouveau doctorat)가 생 

겼다。 이 새로운 박사학위는 D.E.A. (Diplôme d’Études Approfondies)취득 후 약 2"-'4년이 

걸려야 되는 것￡로 알려지고 있다。 피-려대학 미국학 프로그램이 배출하는 여섯개의 박사 

학위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파리:Iï; 박사과정 전공분ot 

1. 르네쌍스 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까지의 영국의 문화사 ‘ 문학사 • 예술사 

2. 19세기 및 20세기 북미 및 영국 연구 

3. 미국운영과 영어권 제상세계 연구 

4. 영국문명 연구 

5. 영어 및 영어학 

6. 아일랜드 문학과 운영 

N 。 얘을때확짧에서왈 01 쭉학 학일 프로그햄 훌효案 

지금까지 비교적 자세히 소개한 외국 대학의 미국학 학위 프로그램， 특허 마국의 아이오 

와대학， 뉴욕주렵대학(버펄혹)， 하와이대학의 표로그렘을 주로 창조하고 우리나라의 ‘특수 

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야 마국학 학위 프로그램 試案을 마련해 보았다. 

1. 뿔청 (τi야당 

이 과정의 명청은 「미국학 프로그램 J (American Studies Program)으로 정한다。 ’American Studies' 

대 신 에 ‘American Civilization’ 이 라는 용어 를 샤용하는 미 국의 대 학들이 많지 만 ‘American 앓lldies‘ 

가 학문적 성격을 보다 장 나다내는 용어라 생각되는 까닭이다， 

2. Ji 본 접근방법 (Basic A뼈roaches) 

이 프로그램은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 비 교 Ccomparative) 떤구， 通文化的 (cross-cultural)

연구를 그 기본 성격 ξ로 하며， 미국 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 접근방법을 강조할 것이다. 

그 하나는 특히 非西歐的인 다른 사회 다른 문화와 관련하여 미국을 바라보는 通文化的 접근방볍。1 

고， 다른 하나는 주로 미국 사회 내의 다른 소수 집단의 관점에서 흑은 그런 관점과 연관지어 미국 

문화의 주된 흐릉을 캠토하는 文化內的(intra-cultural) 점근방법이다. 前者의 경우 미국과 한국 및 미 

국과 아시아와의 관계가， 後者의 경우 미국 한인 연구(Korean-American Studies) , 미국 흑인 연구 

(Afro-American Studies) , 여성 문제 연구(Women’ s Studies)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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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학핵 (Particîpating 뾰epartments) 

영어영문학과를 위시하여 인운대학의 서양사학괴， 청학과， 종교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인류학과， 신운학과， 심리학과， 법과대학의 사법학과， 

공볍학과， 사범대학의 교육학과가 이 표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캡컸적￡로 음악돼학과 vl 술 

대학까지 참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채로서는 영어영문학과를 주‘축~로 

하여 철학과， 사회학과， 외교학과， 정제학과 등 참여 범위가 6， 7채의 학과에 국한훨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1. 교수전 Cfaculty) 

야상적으로는 5개 주요 연구 분야*를 각각 책임 전담할 5인의 핵심 교수진 (core faculty) 꽉， 15개의 

참여 학과를 각각 대표하는 15얀 빛 가장 많은 교과 부담을 안채 탤 C영어영문학과와 져양사학과에서 

의 5인 등 20인의 부수 교수진 (adjunct faculty)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m햄파정 (curriculum) 

석 사과정 과 박사과정 을 포괄하여 핵 성 과목(core course) 6개 와， 5개 주요 연구 분야에 서 각 5개 씩 

25개， 도합 31개 정도의 교과목을 개설한다， 핵심 과목과 5개 주요 연구 분야의 細덤은 다음과 같다. 

@ 핵심 교과목(Core Courses) 

a. r미 국학 업 운 1 J Clntroductiol1 to American Studies 1) 

b. r미 국학 업 문 l! J (Introduction to American Studies ll) 

c. r19세 기 까지 미 국 문학과 문화J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to 1900) 

d ‘ r20세 카 미 국 문 학과 문화J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since 1900) 

e. r마 국 역 사 개 관J (Survey of American History) 

f. r미 국 知뾰史J (Intellectu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미국학 입문 1 J에서는 미국학의 배경 및 떤혁， 그리고 미국학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정들을 다루 

고， r미국학 입문 11 J에서는 「미국학 입문 1 J을 기초로 하여 미국학에 관한 여러가지 챙점을을 다 

운다. 

@5개 주요 떤구 분야(Five Major Fields of Stu빼) 

a 。 미국 문화와 예술(Culture and Art in the United States) 

b. 미 국의 諸 基本 制度 (Basic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c. 미 국과 한국 (τhe United States and Korea) 

d 。 미 국과 세 제 (τhe United States and the W orld) 

e 。 소수정 단 연구 (Minority Studies) 

「미국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마국 문학， 예술(영화 포함)， 청학 등 미국 문화의 정신적 배갱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r미국의 諸 기본제도」 분야에서는 미국의 정치척，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제도의 생성 발전 과정 및 그 현황에 관한 연구에 주웹하며， r소수 정단 연구」 분야는 미국 한안 연 

구 (Korean-American Studies) , 며 국 흑 인 연 구 (Afro-American Studies) , 여 성 문제 연 구 (￦omel1’ s 

Studies) , 미국 인디안 연구(American-Indian Studies)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각 주요 분 

야에서의 5개 정도의 교과목은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교과목 맹칭 

* 5)항의 교과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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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여 학과의 교수 (teaching) 능력을 참고하여 추후에 결정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나 시험적 

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설정해 폴 수 있을 것이다. 

1) 미락 문화와 예술 

(1) 1미 국 소설 J CAmerican Novel) 

(2) 1미 국 시 와 드라마J (American Poetry and Drama) 

(3) 1미 국 영 화와 대 중 예 술J (American Film and Popular Art) 

(4) 1미 국 미 술과 음 악J (Art and Mllsic in the United States) 

(5) 1미 국 운화와 그 첼 학적 배 경 J (American Culture and Its Philosophical Background) 

2) 미국의 諸 기본 제도 

(1) i미 국의 정 치 제 도J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2) 1미 국의 갱 제 제 도J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3) 1미 국의 사회 제 도J (Soci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4) 1미 국의 종교제 도J (Religious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5) 1미 국의 t씹 플 제 도J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3) 미국과 한국 

(1) 1한미 외 교사J (History of US-Korean F oreign Policy) 

(2) 1미 국과 한국--정 치 J (U.S. and Korea: P이itics) 

(3) 1미 국과 한국--경 제 J (U.S. and Korea:Economics) 

(4) 1미국과 한국--매스컴 J(U.S. and Korea: Mass Commllnication) 

(5) 1미 국과 한국--문학J (U.S. and Korea: Literature) 

4) 미국과 세계 

(1) 1미 국 외 교사J (History of American Foreign Policy) 

(2) 1미 국 문화에 미 친 유럽 의 영 향J (European Influence on American Culture) 

(3) 1미국과 풍남아세아J(U.S. and 징outh-East Asia) 

(4) 1미국과 제 3 세계 J (U.S. and the Third World) 

(5) 1세 계 문학으로서 의 미 국문학J CAmerican Literature as a World Literature) 

5) 소수 집단 연구 

(1) r미 국 흑인 문학과 문화J (Afro-American Literatllre and Culture) 

(2) r미 국 한인 문학과 문화J (Korean-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3) r미 국 원 주민 문학과 운화J (Native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4) r마 국 사회 에 서 의 여 성 문제 J (Women in American Society) 

(5) r마 국 여 만 사J (History of American Immigration) 

6. 석 사학위 요구 조전 (M. A. Requirements) 

이수 학챔수(연구 학점 4학점을 제외한 24학점) 및 학위 논문제출 자격 시험， 논문제출 등 외형 

조건은 현행 서울대학교 대 학원의 석사학위 요구 조건에 준한다. 그러나 학정 이수에 있어서는 핵심 

교과목 6개중 3개 과목 9학점 (1미국학 엽-문 1 J과 「미국학 입문 1I J는 필수)， 5개 주요 연구 분야에 

서 1개 천공 분야를 선돼하여 그 분야에서 2개 과목 6학점， 그리고 나머지 4개 주요 연구 분야중 3 

개 분야에서 각각 1개 과목씩 3개 과목 9학점， 도합 8개 과목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은 「미국학 입문 I J과 「미국학 입문 11 J, 그리고 수험자의 전공 분야에 

서 주로 충제한다. 



105 

학휘 논분 채출은 현행 대학원 석사 과정의 규정에 짜르되 논분의 내용은 전공 분야와 연관된 것 
이어야 한다. 

7. 박사 할우l 요구 조전 (Ph.D。 묘equirements) 

이수 학점수(연구 학정 6학점을 제의한 36학점) 및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논문 제출 등 외형 

조건은 핸행 서 울대 학교 대 학원 박사 학위 요구 조건에 준한다. 

그러나 학정 이수에 있어서는 핵심 교과목 6개중 3개 과목 9학점 5개 주요 연구 분야중 1개 전공 

분야(rnajor) 와 1개 부전공 분야 (rninor) 블 선택하여 전공 분야에서 3개 과목 9학정 이상， 부전공 분 

야에서 2개 과목 6학청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은 기초 공통， 전공 분야， 부전공 분야의 3부로 나뉘어 각각 90분씩 시 

행된다。 

학위 논문 제출은 현행 대학원 박사 과정의 규정에 따르되 논문의 내용은 전공 분야와 연관된 것 

이어야 한다. 

V 。 때탁 문쩨철 옐 멸말 

지금까지의 여러 죠사와 연구블 통해 필자들은 한국 대학에 대학원 수준의 미국학 학위 

과정 설치가 제도적오로 가능하고， 교과과정 역시 한 e 미의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고 탐구 

하는 독창적인 과목 설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 대학의 미국학 프로그램의 설치는 실제적인 면에서 몇가지 운제점을 갖고 있다 

는 점이다. 그 중 하나는， 미국학을 전공하여 학위룹 받은 고급인력들의 취업 전망이다. 

만일 한국처럼 확실한소속과 불변하는 전공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학제간 연구프로그램 

출신인 미국학 전공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미국학을 전공하려는 지원자는 거 

의 없을 것이다. 물본 우리나라도 앞오로는 그러한 펀협한 학문태도가 점차 사라지고 학제 

간 8 통문화적 。 비교문화적 학문태도가 크게 평가받는 날이 오겠지만， 우선 이 삿점에서 몇 

가지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는， 주한 미국기관에 추천하여 체제적으로 

훈련받은 한 9 미관계 전문가들을 공급해 주는 방법이다. 이는 앞으로 한。미간의 관계가 

점차 복합적이고 다원화해짐에 따른 시대적 펄요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각 학과의 영향력 

있는 교수들이 미국학 표로그랩의 협릭교수로 대거 참여함으로써， 배출해내는 학위취득자 

들에게 여러 학과에서의 강의담당이나 연구 효로젝트를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쉽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는 미국의 경우처렴， 미국학 학위취득자들을 신운사 。 방송국e 

τV. 영화계， 박물관， 법조계， 외교분야 。 한미통상분야 。 출판사 등에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세째는? 자신의 경험축적과 앞으로의 취업에 유리하도록 재학중 8개월이나 1년간 

의 해외연수(미국 대학의 「미국학 프로그램」으-로)를 보내는 방볍이다. 이는 미국 대학의 

미국학과들과 교류관계를 맺오면 가능할 것이다. 



점증하고 있는 반미주의 (anti -Americanism) 이다。 그러 

나 그것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선 대학원 수준에서는 반미주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오 

리라 판단되었고， 다음무로는 요히려 바로 그 만마주의 때문에 예상 외로 많은 지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욱 한국에서의 미국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비판과 반며주의를， 미국학에 대한 「위협 J.Q..로 보다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시 

각&로 미 국문화를 보게 해 주는 외 부의 한 학문적 「자원 J.Q..로 승화시 키 고 포용해 야만 할 

그들의 비판에 학문적 。 지적인 성격을 부여해 줍우로써 1 단순히 비판에서 

그것이 미국문화를 진정」프로 이해하는 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學

또 하나의 문재는， 최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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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수도 그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외의 문제로는， 대학원 폭로그램과 더불어 사실은 학부에서도 미국학 학사과정을 개설 

것이다. 그리고 

해 야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가셜은， 학부과정에서부터 이미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펼요성과 중요성을 안식시켜야지만 대학원에서의 포로그램도 그만큼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점은 1987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도고 레저타운 호텔에 

서 열린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주최 「미국학 세미냐」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대 영문과 김우창교수는 하버드의 경우를 예로 들어， r문학과 역사 프로그램」같이 

고 유연성있는 과정을 학부에 개설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g 프랑스 o 

러시아 등의 문학과 역사의 연관성을 공부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것의 펄요성을 지적 

예컨대 고려 

보다넓 

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또 서울대 영문과의 석경징교수가3 미국학 연구의 방법폰(methodc

logy)을 누가 가르칠 것이며， 그 교수의 전공에 짜라 발생할지도 모를 펀중성의 위험에 대 

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미국 대학에서 미국학ξ로 학위를 받은(석사나 박사) 국 

내학자들이 미국학 방법본 과목을 담당함무로써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졌다. 

한국 대학에서의 미국학 프로그램의 설치는 사질 미국학 그 자체릎 위해서 뿐만이 아니 

라， 앞요로 한국의 학문풍토에 학재 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새로운 기플을 마련해 주는 

01 국학 

곧 전국의 각 대학으로 확산되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울대학교에 일차적요료 

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본격적인 학제간(學際間) 연구가 

어 나감으로써 새 로운 학문풍토가 조성되 는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 「미 국학 프로그램 」은 또 하나의 학제 간 연구인 「비 교문학 프로그램 」과 함께 서 울대 학교 

를 비롯한 한국의 각 대학에 불원간 설치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제간 연구는 학 

우리의 그것들과 비교하며 이 문의 경직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i 다른 사회를 

해할 수 있는 청경을 마련해 주71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해준 아세아재단 

에 감사한다. ) 

* 이것은 많은 학생플 벚 교수플과의 표론흘 통해 열에진 ;셜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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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o-Aηterican Literature 

45:211 Introduction to Research in Afro-American Culture 

45: 116 Afro-American Literature 1 

45:117 Afro-American Literatur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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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0 Twentieth-Century Afro-American Fiction and either 45:119, 45:167, 45:177, or 45:180。

Colonial American Life and εμlture 

16: 175 Puritanism in America 

16:261 Seminar: American Colonial History 

16:262 Readings: American Colonial History 

8: 141 Literature and Culture of America before 1800 

32: 175 Religious Thought in America, 1607-1860 

8:231 Early American Literature 

Another way to organize a major field is thematically. SometÌmes this will involve more than 

six or seven courses, for only parts of certain courses ￦iIl be relevant. Here are two representative 

topical fields: 

흉Tomen’ s Studies 

A major field in women’s studies consists of: 

9-12 s.h. in one discipline(e.g. , history, Eng1ish. sociology) 

3-6 s.h. in other fields related to women’s studies 

33: 194 A pproaches to W omen’ s Studìes (if and ￦hen relevant to American studies) 

Coηcepts of an American S，εlf 

34:138 εulture and Personality 

34: 264 Socialization and Self-Concept 

31 : 232 History and Systems of Psychology 

45:225 Psychoanalysis and Culture 

26: 125 American Philosophy 

45: 186 Autobiography and American Culture 

45: 128 The Black W oman in America 

16:279 Seminar: American Intellectual 묘istory 

2. ’$’없e UIl\lÍÎv짧뚱sii.ty l1Ji풍 짧없뺑없뼈 짧앵정용짧캉@뾰 떻’8맹짧s ~앓 짧1l'8뼈뼈짧$용 Co뼈lt'8용8 

Courses for the graduate program are to be selected from among the courses listed below and 

from graduate offerings in related fields. The conse따 of the g~a，d1，1at양 adγiser is required {Ql: ellro빠 

ment in courses numbered 399 and helo￦. 

AMERICAN STUDIES (AmSt) 

369V Overseas Stud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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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Topics in American Studies (3) 

370 B The American Stage to 1920 (3) 

370D Ethnic Families in America (3) 

470 Topics in American Studies (3) 

470B Ha￦aii and the American Experience (3) 

470C Culture, Society and Literature (3) 

470D Asian/American Women 

500 Directed Studies (l) 

600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American Studies (3) 

601-602 Patterns of American Culture (3-3) 

604 Research Seminar (3) 

699V Directed Readings/Research (v) 

700V τhesis Research (v) 

800V Dissertation Research (v) 

Culture and Arts in America 

350 Culture and Arts in America: Survey (3) 

353 Television in American Life (3) 

354 Music in Modern America (3) 

451 Popular Culture (3) 

452 The T￦enties and Thirties (3) 

456 Arts of the United States (3) 

458 Motion Picture Film in American Cu1ture (3) 

459 Sports in America (3) 

650 Culture and the Arts in America Seminar Topics (3) 

650 B Culture & Arts in Amer: Folk Traditions (3) 

650D Culture and Arts in American: Popular Culture (3) 

651 Readings: Culture and Arts (3) 

652 (640 E) 20th Cent. National Literature (3) 

US and the World 

360 U ‘ S. and Other Cultures (3) 

463 As Others See Us (3) 

465 American Experience in Asia (3) 

466 Americans in Japan (3) 

467 Americans in China (3) 

468 Americans in Southeast Asia: Fact in Fiction (3) 

660 America and the World: Seminar Topics (3) 

660 B America and the World: US and Japan (3) 

660C America & the World: Overseas Americans (3) 

660D America & the World: U.S. In Asia (3) 

660 E America & the World: Comparative Cultures (3) 

661 Readings: United States and World (3)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300 American Subcultures: Survey (3) 

302 Native Americans, Hawaiians and White Conf1ict (3) 

304 Black Americans (3) 

306 The Immigrant in America (3) 

310 Japanese-American Experience (3) 

312 Filipino Americans (3) 

401 Non-ethnic Minorities (3) 

403 Japanese-Americans (3) 

406 Filipino-Americans (3) 

620 Americans Subcultures Seminar Topics (3) 

620 B American Subcultures: Harlem in the 1920s (3) 

620 D American Subcultures: Blacks in Amer Literature (3) 

620 E American Subcultures: Social Subcultures (3) 

620 F Interethnic Communication (3) 

621 Readings: Social and Cu!tural Identity (3) 

622(630F) Women in American Culture (3) 

623(640D) Amerìcan Regional Thought (3) 

Environment and Society 

320 American Environments: Survey (3) 

321 American 힘ty (3) 

420 American Ideas of Nature (3) 

610 American Environment Seminar Topics (3) 

610B American Environment: Technology & Environment(3) 

610C American Environment: The American City (3) 

610 E American Environment: Material Culture (3) 

611 (710) Readings: Enγironment and Soc (3) 

American Institutions 

330 American Institutions: Survey (3) 

432 Radical Tradition (3) 

433 Presidential Leadership (3) 

434 Power in Ha￦aii (3) 

435 The Family in U.S. History (3) 

436 Women and the Law (3) 

630 American Institutions Seminar Topics (3) 

630 B American Institutions: Mass Media (3) 

630C American Institutions: Presidency (3) 

630E Seminar: The Family in U.S. History (3) 

631 (730) Readings: Institutions (3) 

American Thought and .Be1iefs 

340 American Thought and Beliefs: Survey (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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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American Values (3) 

343-344 American Thought and Culture (3-3) 

345 Men and Women in Amer Í<:an Thought (3) 

440 Race & Racism in America (3) 

441 Regionalism: the South (3) 

442 Regionalism: the West (3) 

443 Leaders and Movements (3) 

640 American Thought and Beliefs Seminar Topics (3) 

640 B Amer. Thought and Beliefs: 19th Cent. Nat’1 Lit (3) 

640C Amer. Thought & Beliefs: Philosophic Origins (3) 

640 F Amer. Thought & Beliefs: Jefferson Tradition (3) 

640G Critics of America: Women & Third World Americans (3) 

641(740) Readings: Thought and Beliefs (3) 

644 Religion in America (3) 

Th용 UJI1livl\l!'sÏty @f Ha밍va뼈 Co뼈!'se I갱escdptiol!l.!! 

American Studies(AmSt) 

Faculty of Arts and Humanities 

Department Office: Moore 324 

Professors: Gurian, Lutzky, Matson, McCutcheon, Ogawa, Stannard. 

Associate Professors: Alcantara, Bertelson, J. Hughes, Helbling, Hooper. 

Assistaηt Professors: Trask, Weyeneth. 

Sophomore standiηg or coηsent of iηstrμäor is prereqμisite to all 800-leνel coμrses except as noted. 

201-202 Introduction to American Civilization (3-3) 

Values & problems. Materials from history, literature, arts, popular culture. 201: marketplace 

revolution; individualism & success; working class; family, masculinity & femininity; frontier 

& hero. 202: multicultural, multiracial society; ethnic stereotypes; immigration; native peoples; 

dissent. 

211-212 Contemporary American Issues (3-3) 

Selected problems. 211: changing values, urban crisis, sex and race discrimination, environmental 

deterioration; 212: cold and hot ￦ars， rel a tions ￦ith Third W orld, global environmental prob

lems. 

300 American Subcultures: Survey (3) 

General introduction to subcultures in American society using history, literature and the arts to 

examine regional, religiou8, ethnic, sexual and other subcultures. 

302 Native Americans, Hawaiians and White Conflict (3) 

Native Americans' and Hawaiians’ wor!d views, life ways and conflict with White~ !iê expressec! 

in oral and written literature‘ 

304 Black America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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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national character and the role Black Americans have played in its making. Pre: US 

history or equiγalent. 

306 The Immigrant in America (3) 

Immigration from colonial period to present; English, lrish, Jews, Asians. Uniqueness;similarity 

。f immigrant experience. 

310 The Japanese-American Experience (3) 

Japanese-American life in Hawaii and US at larg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Changing 

family relations, ethnic identity and values, sex roles and dating, superstitions, health pεactices. 

312 Filipino Americans (3) 

Historical adaptation of Filipinos to Ha￦aiian environment. Comparisons with California Filipinos 

and other ethnic groups. 

320 American Environments: Survey(3) 

Ecological approach to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es in population, lalldscape, 
resource use and environmental γalues. 

321 The American City (3) 

Evolutìon since 17th C; role in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related problems, perceptions, 
values. (Cross-listed as Hist 375) 

330 American Institutions: Survey (3) 

Representativ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340 American Thought and Beliefs: Survey (3) 

Major elements of American civilization-the frontier, religion, economic gi"owth, politicaland 

social perspectives, literaure and the arts-as found in original expressiohs of thought and beliefs. 

342 American Values (3) 

Major American myths: success and failure, individualism, equality, progress, concept of wilder

ness and frontier, sense of mission. 

343-344 American Thought and Culture (3, 3) 

Politics, family, philosophy, technology, etc.; their interre!ationship ￦ith the total society. 343: 

pre-colonial to end of Reconstruction. 344: 20th C. (Cross-listed as Hist 373,374) 

345 Men and Women in American Thought (3) 

Interpretations of masculine and feminine role behavior as expressions of American cultural 

values. 

350 Culture and Arts in America: Survey (3) 

Popular attitudes towards arts, travel, fashions, craft and industrial productions, recreation. Past 

used to explain the pres능nt. 

354 Music in Modern America (3) 

Varieties of music, ìhcluding ja~?; 1:\nd popul1:\r forms, with rd~va，n.t ant~ç(;d~t~. <εrQ~$-li~t~d 1:\5 

MUl;li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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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USand Other Cultures (3) 

Comparison of American with other cultures, particularly Asian; aspects of American culture 

which stand out in such perspective‘ 

.370 (Alpha) Topics in American Studies (3)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topics: B The American Stage, D Ethnic Families in America. 

381-382 Junior Seminar (3-3) 

Materials and methods for the study of American life and though t. Pre: consent. 

Jμηior standing or instrμctor’ s consent req싫red for all 400-level coμrses. 

AMERICAN SUBCUL TURES 

401 Nonethnic Minorities (3) 

Survey of nonethnic minority group movements, e.g. , the blind, the aged, homosexuals. Common 

denominators; traditional "mistaken identity"; contemporary search for new identity. 

403 Japanese-Americans (3) 

Major themes and research problems. Pre: 310 or consent. 

406 Filipino-Americans (3) 

Seminar in Filipino ethnic identity, generation personality profiles, sociability and formal organ

izations, etc. Pre: 312 01' consent. 

AMERICAN ENVIRONMENT 

410(398) The American Historic Preservation Movement (3) 

Antecedents, goals, and methods in relation to American culture. Pre: 201. 202 or Hist 281, 282. 

420 American Ideas of Nature (3) 

The natural world in Amerìcan thought from native Americans to modern ecologists. Pre: 201. 

202 or Hist 281. 282. 

AMERICAN INSTITUTIONS 

432 Radical Tradition (3) 

Varieties of radicalism which have provided a continuing critique of prevailing values and 

structures. 

433 Presidential Leadership (3) 

Impact of presidency on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of US; presidents' response 

to popular currents of though t. 

434 Power in Hawaii (3) 

Themes and myths such as “consensus, ，~ “melting pot" and “cultural uniqueness" as manifest 

in rlevelopments in contemporary Hawaiian politics. 

A35 The Family in US History (3) 

τhe çhanging n1!ture of çhildhood, ~dQlescence， adulthood and old age. (Cross-!isted as HD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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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Women and the Law (3) 

Past and present roles of ￦omen in American 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s; common law, 

judicial decisions and federal and state legislation affecting women of various soc‘oeconomic 

groups. (Cross-listed as WS 436) 

AMERICAN THOUGHT AND BELIEF 

440 Race & Racism in America (3) 

Racial ideas and ideologies, and their effects, throughout American history. 

441 Regionalism: the South (3) 

Definition of a Southern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the larger US culture, using literary and 

polemical works of 19th and 20th C. 

442 Regionalism: the West (3) 

Relevance of American 찌Test to contemporary society; Western mythology in novels, biographies 

and mass media. 

443 Leaders and Movements (3) 

Examination of two or three significant personalities i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aIid the 

movements they inspired. Topics vary each seinester. Repeatable. 

CUL TURE AND ARτS IN AMERICA 

451 Popular Culture (3) 

Major themes, modes and media of popular or mass culture in the US: emphasis on cultural 

trends and social implications. 

452 The Twenties and Thirties (3) 

Noγelists， painters, poets, jazz musicians as examples of culture of the 19208 and 1930s in 

America. 

456 Arts of the United States (3) 

Emphasis on 18th and 19th C. Pre: Art 270 or consent. (Cross-listed as Art 472) 

458 The MotioÌ1-Picture Film in American Culture (3) 

Comprehensive survey of γarieties of film experience from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òints of 

vlew. 

459 Sports in America (3) 

Sports as reflected in literature, films and TV。

AMERICA AND THE WORLD 

463 As Others See Us (3) 

The image of American society, past and present, as expressed through travellers' reports, film, 

foreign press and other media. 

465 American Experience in Asia (3) 

εomparison of American experiences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frorn 1900; ro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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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mericans and organÎzations in Asia; their effect on ctomestic pub1ic opînion anct 

policy. 

466 Americans in Japan (3) 

Review of American activities; current operations of American people and institutions in Japan. 

American-Japanese interaction in contemporary Japan. 

467 Americans in China (3) 

Changes in America’s perception of China in 20th C. Americans who served in China; literature 

on Chinese affairs by American writers; shifts ìn US foreign po1icy. 

468 Americans in Southeast Asia: Fact in Fiction (3) 

Shifts in public attitudes toward involvement in SE Asia as traced in novels describing the 

American experience there, 1949-1974. 

470 (Alpha) Topics in American Studies (3)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interests: B Hawaii and the American Experience; D Asian

American W omen (εross-listed as WS 495 D). 

499V Readings in American Studies (v) 

Directed readings and research for majors. Pre: consent. 

600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American Studies (3) 

Origins, institutionalization, theoretical problems and methodology of American studies. Pre: 

graduate standing. 

601-602 Patterns of American Culture (3-3) 

American cultural origins and deγelopment. 601: beginnings to late 19th C. 602: 19th C to 

present. Pre: graduate standing. 

604 Research Seminar (3) 

Theme or problem not treated in other AmSt graduate courses. Research materials; preparation 

and critique of student research papers. 

610 (Alpha) American Envìronments: Seminar Topics (3) 

Settlement and exploitation of American land; geography, economics and history. B τechnology 

and Environment; C The American City; E Material Culture. 

620 (Alpha) American Subcultures: Seminar Topics (3) 

Regional, ethnic, sexual, political and religious minorities. B Harlem in the 19208; D Blacks in 

American Literature; E Social Subcu1tures; F Interethnic Communication. 

630 (Alpha) American Institutìons: Seminar Topics (3)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B Mass Media; C Presidency; E Family in US Hìstory 

(Cross-listed as HD 630); F Women in American Culture. 

640 (Alpha) American Thought and Beliefs: Seminar τopics (3) 

Philosophy, literature, religion and the American mythos. B Nineteenth εentury National Liter

ature; C Philosophic Origins; D American Regional Thought; E Twentieth Century National 

Literature; F Jefferson Tradition in American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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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eHgion În AmerÎca (3) 

Religious ideas and churches in American history and politics. Pre: graduate standing. (Cross

listed as Hist 639 D) 

650(Alpha) Culture andthe Arts in America: Seminar Topics (3) 

Elite, popular and folk arts; relevance to contemporary life. B Folk Traditions; D Popu!ar Cul-

ture. 

660 (Alpha) America and the World: Seminar Topics (3) 

Political and cross-cultural relationships. B US and Japan; C Overseas Americans; D US in Asia; 

E εomparative Cultures. 

699V Directed Reading/Research (v) 

Pre: graduate standing; consent. 

700V Thesis Research (v) 

710 American Environments: Readings (3) 

Pre: PhD standing or consent. 

720 American Subcultures: Readíngs (3) 

Pre: PhD standing or consent. 

730 American Institutions: Readings (3) 

Pre: PhD standing or consent. 

740 American Thought and Beliefs: Readings (3) 

Pre: PhD standing or consent. 

750 Culture and the Arts in America: Readings (3) 

Pre: PhD standing or consent. 

760 America and the World: Readings (3) 

Pre: PhD standing or consent. 

800V Dissertation Research (v) 

3. SUNY-짧뼈짧8:lJo Am.e뼈e짧llIt StIDl뼈ies PhoD, Prog'l!'잃m. 

Saη~ple Courses 0/ Stztdy 

Student ι4.: 

εoncentration: U.S. Studies; Secondary Focus: Native American Studies 

First Semester: AMS 503 Topics in Cultural History 

AMS 545 Music in Culture 

AMS 521 Directed Research: Natiγe American Aesthetics 

Seconcl Semester: AMS 516 Women in Non-￦estern Societies 

AMS 504 Topics .in CulturaL History 

AMS 6.26Superτised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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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Semester: AMS 621 Fieldwork Methodology 

AMS 507 Cultural Analysis 

AMS 522 Directed Research, continued, or Language Study for fìeld 

Fourth Semester: AMS 508 Cultural Analysis 

AMS 551 Native American Studies Colloquium 

AMS 626 Supervised Teaching 

Fifth and Sixth Semesters: AMS 623-624, Fieldwork 

Seγenth and Eighth Semesters: Thesis Supervision, Dissertation and Oral Defense 

Student B: 

Concentration: Puerto Rican Studies; Secondary Focus: Women’s Studies 

First Semester: AMS 500 Puerto Rico and Latin America 

AMS 535 Contemporary Afro-Latin American Culture 

AMS 503 Topics in Cultural History 

Second Semester: AMS 504 Topics in Cultural History 

AMS 536 εontemporary Afro.Latin American εulture 

AMS 505 W omell’ s Studies Colloquium 

Third Semester: AMS 621 Fieldwork Methodology 

AMS 626 Supervised Teachillg 

AMS 533 Caribbeall History 

Fourth Semester: AMS 516 Cross-Cultural Study of Womell 

AMS 560 Advallced Puerto Rican Studies 

AMS 523 Directed Reading: W omell in Caribbean Societies 

Fifth and Sixth Semesters: AMS 62딩-624， Fieldwork 

Seventh and Eighth Semesters: Thesis Supervision, Díssertation and Oral Defense 

Stl&dent C: 

εoncentration: Women’s Stuclies; Secondary Focus: U.S. Studies 

First Semester: AMS 503 Topics in Cultural History 

AMS 505 W omen’ s Studies ε。lloquium

AMS 529 W omen in Educatioll 

Second Semester: AMS 504 Topics in Cultural History 

AMS 516 Cross.Cultural Study of Women 

AMS 626 Supervised Teaching 

Third Semester: AMS 507 Cultural Analysis 

AMS 621 Fieldwork Methodology 

AMS 626 Supervised Teaching 

Fourth Semester: AMS 508 Cultural analysis 

AMS 558 Ethniciiy and Education in the U.S. 

AMS 552. Directed Research: A specifìc aspect of ￦omen’ s lives 

Fifth and Sixth Semesters: AMS 623-624, Fíeldwork 

Seventh and Eighth Semesters: Thesis Supervision, Disβertation and Oral Defense 



Stμdent D: 

Concentration: Native American Studies; Secondary Focus: Puerto Rican Studies 

First Semester: AMS 621 Field￦ork Methodology 

AMS 521 Directed Research/Language Study 

AMS 503 Topics in Cultural History 

Second Semester: AMS 500 Puerto Rico and Latin America: The Origins 

AMS 504 Topics in Cultural History 

AMS 551 Native American Studies Colloquium 

Third and Fourth Semesters: Fieldwork 

Fifth Semester: AMS 625 Supervised Teaching 

AMS 523 Caribbean History 

AMS 521 Native American Aesthetics 

Sixth Semester: AMS 626 Supervised Teaching 

AMS 612 Problems in Cross-Cultural Educat‘on 

AMS 503 Topics in Cultural History 

Seventh and Eighth Semesters: Thesis Supervision, Dissertation and Or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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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Title Degree Faculty Curriculum Degree Requirements 
ìl!Il: 

lIarvard í'rogram in the A. M. 21 R(1e.quired: 3 Seminars each term The fìelds for the General Examination are: 
않핑 His. of Am. Ciγ. Ph.D. His. 2. Lit. 3. Other) 1. American history 

3 ColloqA따ma 2. 묘isttohriyr of American literature 
내짧 

(e4x C.o Tuhrseeg C Oityff in . Writing) 

and a d 6eAAAAldmmI띠n seeReerrtliliieeccccaaaatnnlneld r p p ge이 fhl irilgo1glot。mIiolcmenna1p ahm a annynmddιg t te∞h ie1∞ch 1elnaloo1 flgo toylhglγoowuglhn냉 24 Courses Offered 3. History of American political and social thought 
4. History of 
5. History of 
6. History of Arnerican science and technology 
7. History of Arnerican fìne arts 
8. 묘istory of American education 
9. History of Arnerican law 

Yale Am. Studies Program M.A. 24 
Ph.D. 

Minnesota Program in Am. Stu션。 M.A. 49 Schpoecialty fr Serninars-2 two f-oqlu10a￦rtienrg s:equences 
Ph.D. sen from among the 

Iowa Arn. Studies Program M.A. 25 
JMl2sontmid?t Mot M-rgaaj Feojgoirerrl Fed Fe1eI A Pe1d1rdogram 

I. American Geographical & εultural Regions 
Ph.D. R • The U.S. in h1ternationa1o Pre Erstphencitciivtey 

m . Gender, Race, C1aagngd, and/ 
w . Material ￡lilture /。rCPuopltuulraer Culture 

Minor Field B V. Literature. History, and 
V!. PoHtics, Econornics, and/or the Law 
VIl. Society and Social Processes 
聊.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America 

Texas Program in Am. Civi. M.A. 21 1. W omen & the Law M. A.: 30 Credit Hours 
Ph.D. 2. Media in Arn. Life (12: Am. Civil. Courses 

3. Race, Sex: Ideas of Difference 6 : Other DFieeplt. Courses 
4. The 19208 6: Other Fields 

6: General εourses 

Hawaii Dept. of Am. Stud. M. A. 14 1. U.S. and the W orld M. A.: 33 Credit Hrs. 
Ph.D. 2. Social-Cul Identity Ph.D. 48 CH十33 CH 

3. Am. Institutions 
4. EI1?ironnlent & goBceileiteyfs 
5. Arn. Thought & 

Buffalo Dept. of Arn. Stud. M. A. 17 1. Native-Am. Studies M. A.: 32 Credit Hrs. 
Ph.D. 2. Puerto-Rican Studies Ph.D.: 72 Credit Hrs. 

3. Women’s Studies Fieldwork(overseas) 
4. Afro-Am. Studies Teaching Experience 
5. U.S. Studies 



Curriculum 

M. A.: One course each term 
1. National Identity: Subject & 

Citizen 
2. Gender, Race, & Class 
3. His as Cultural Relations 
4. Debates in Postmodernism 

School of English & M.A. 49 1. Am. Minorities 
American Studies M. Phil. 2. Power Relations and 

Ph.D. Cu1tural Productions 

Eli1I.i용8없nd 

College 

Sussex 

Title Degree 훤aculty 

M.A. 14 
M.Phil. 
Ph.D. 

Am. Studies Divis。

East 
Anglia 

3. Ethnic Experience 
4. Popular Cu1ture 

gegree Requirements 

M. A.: 1 Year Course 
(Comp. Study between U.S. & England) 

Ph.D.: 1st year: 
Work.in.Progress Seminar 
Research Proposal Submitted 

M. A.: 4 Seminars for 
2 semesters 
Qualifying in 
early 3rd semest. 

f(eele Dept. of Am. Stud. M.A. 

lLondon M. A. in Area Stud. M.A. 
CU.S.) 

Institute of 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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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Politics 5. History 
2. Literature 6. Education 
3. Urban Studies 7. Am. Studies 
4. Economic Geography 

$‘I!'S~Ci!l 

Paris III Institut du monde 
Aa Sorbonne Anglophone 

Nouvelle 
la Licence 
la Maîtrises 
le Doctorat 

(D.E.A.) 

￡’ U.F.R. est habilitée à délivrer six D.E. A.: 
1. Histoire culturelle, littéraire et artistique des Iles Britanniques de la Renaissance au 
Romantisme。

Responsable: Melle HALIMI. 
2. Etudes anglaises et nord.américaines des XIXe et XXe siècles. 
Responsable: M. TEYSSANDIER. 
3. Civilisation américaine et études du Tiers.Monde anglophone. 
Responsable: M. F ABRE. 
4. Civilisation britannique. 
Responsable: Mme C묘ARLOT. 
5. lLangue et linguistique anglaises. 
Responsable: M. ADAMCZEWSKI. 
6. Littérature et civilisation irlandaises. 
Responsables: M. RAFROIDI(Paris III) et Mme GENET(C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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