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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接§흩方3뿔 

한 文化가 外來文化와 接觸하였을 때 外來文化를 受容하는 過程은 단 

순헤 기계적이거나 受動的안 過程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受容者測은 

아무리 一方的언 影響을 받는 狀況에서도 受容者의 必몇에 따라 選別的

언 受容을 하게 되 며 受容한 外來文化의 內容도 受容者測의 社會 @ 文化的

狀況에 의해서 새로운 意味와 結果를 가져오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受容者가 外來文化를 受容하는 動機나 受容文化의 再解釋은 반도시 그 

受容이 計劃的이고 意圖的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강 

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 떠 한 外來文化도 傳達者의 -方的인 博達이 受容

者-에 의해서 기체적으로 받아둡여지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外來文化의 受容을 陽究함에 있어서 쭈리는 傳達者나 外來文化의 內容

을 中心오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受容者測에 전달되고 어떠한 영향을 

마쳤는가를 分析하는 접근방법을 擇하는 대신， 受容者가 外來文化를 어 

떻게 定義하고 認知하였오며 애떠한 動機에서 어떠한 意味를 부여하고 

外來文化를 受容하였는가를 분석하는 受容者의 能動的 受容過程에 重點

을 두는 접근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一般的￡로 文化移植理論(acculturation theory) 이 나 文化支配理論(c벼

tural dominance theory) 1) 등은 相異한 두 文化의 關係를 接觸g 受容(홉 

麗)， 據散(振抗)， 同化9 制度化등의 直線的이고 機械的언 過程오로 절 

명 하려 고 한다， 찌論 文化移植理論家들이 外來文化의 受容者에 관한 연 

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受容者에 의한 振抗(resistance)이라든지 

1) Leslie White 동의 文化決定論은 代表的인 文化支配理論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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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휠의 鍵散(diffusion of innovation) 에 관한 心理學的? 社會學的3 人類

學的 짧究들은 적지 않다 2) 

그러 나 그와 같은 受容過程에 관한 쟁￥究들은 大部分 受容者 社會가 外

來文化블 受容하는 動機나그方꿇， 結果등올 해석하는데 있어서 受容者

社會의 歷史的3 時·代的 必훨가 어떻게 能動的으로 作用하였는지에 대하 

여는 크게 관심을 두자 않은 것야 사싶이다。 

그러묘로 本論에서는 韓美文化關係를 分析하는 데 있어서 韓國人이 美

國文化롤 애떻게 認知하여 어떼한 勳機나 必흉륜에 의해서 受容하였오며 

그 結果는 무엇이었는가를 中心 o 로 考察하려는 立場을 취하였다s 

그러나 한 社會의 國民이 다른 한 I社會의 文化틀 어떻게 認知하고 解

釋하며 어떻게 反應하었는가블 分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냐다。 우선 

韓國人이 라고 하는 集合體를 意識 또는 行動의 뀔體的인 單位로 불 수 

있느냐 하는 오래된 論爭을 풀려 일오킬 수 있는 問題가 있다@ 한 社會

나 集團은 個人들로 構成될 뿐9 그 自體로서는 認識이나 行動외 主體가 

될 수 없다는 主張이 可能하기 쩨문이다。 그와같은 不必훨한 論爭을 피 

하기 위해서 우리는 貝體的언 個人뜰외 認知y 解釋y 反應들로부터 어떤 

zp:均f直， 最頻f直， 典型(typical type) 또는 理;念型(ideal type) 이 다 類型

(pattern)등을 훨出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目的을 위 

해서 우리는 具體的인 歷史的 事實이나 統計的 寶料y 또는 調효資料등 

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昭究는 可能한 자료를 사용하여 韓國λ、이 美國文化를 어 떼 

한 經路로 어떻게 受容하였오며 美國文化에 대해 어떠한 認뻐構造를 가 

지고 있는가를 分析해보고자 한다。 그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本

論에서는 韓國과 美國의 文化關係를 歷史的인 時期와 接觸의 形態블 區

分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歷史學的인 記述(historical

descri ption)은 아니 다。 즉 文化接觸의 細細한 史實을 年代記的요로 記

2) 혜 를 들어 Barnett, H. G. , lnnovation: The Basis 01 εulture Change, N. 
Y. , McGraw-Hill, 1953; 묘erskovits ， M. J. , Accμlturation: The Stμdy 01 
ε빼tμre Coηtαct ， N.Y. , Augustin , 1938; Herskovits, M. J. , Man a영d His 
짧Torks， N.정.， Knopf, 1948; Bourington, E .• “Reinterpretation and the 
Mechanism of εulture Change," Ohio Journal 01 S，εience. 1954, pp. 329-
34; Foster, G. , i웅pplied Anthropology, Boston, Li ttle, Brown & Co. , 
1969 등은 특히 受容過程에 중캡 을 둔 昭究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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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하려는 것이 아니고 各各의 接觸形態에 따라 韓國人이 美國文化롤 어 

떻게 認知하고 어떠한 目的오로 受容하여 어떠한 結果가 얼어났는가를 

擺括的오로 記述하려는 試圖인 것이다， 

메 훌훌團葉뼈뿔 據觸都홉홉뿔 Z표 톨홈 

(1) 프포로테소탄멸줄멸 풍종容고f 뿔族主義 

韓國人이 美國이나 美國人을 처음오로 점촉하게 된 것은 1855年 8月

에 西洋人 4名이 江原道 通} 11에 漂到하었을 때이다 3) 그후 1866年에 美

國商船 「써프라이즈J (Surprise)號가 平安道 鐵山那 宣沙浦에 漂流해 왔

고， 같은 해 8月 에 「제 너 럴 @ 셔 먼 J (General Sherman)號가 通商을 목책 

오로 大同江을 거슬러 꼴라와 平壞에까지 接近했다가 燒웹I당하였을 때 

만해도 美國A은 韓國人에게 洋렷에 不過하였다9 

그러 나 韓國과 美國의 文化接觸이 시 작된 것은 1882年에 韓美修好通

商條約이 맺어지고 1883年에 初代公使 푸트(Lucius H. Foote)가 走t任하 

면서부터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83年에는 閔泳翊을 正使로 하는 遺美

便節이 美國을 굶‘問하였오며， 國王의 훨請에 따라 美國人 英語敎師가 

오게 되 어 1886年에 育英公院이 設立되 고 軍事敎官도 초빙 되 어 1888年

에는 鍵武公院이 發足되기도 하였다. 

그러 나 韓美의 文化接觸은 1885年에 長老y 藍理 兩派의 宣敎團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宣敎活動과 아울러 敎育事業을 벨이게 된 데서부터 

本格化한다고 활 수 있다。 그 무렵 韓美間의 外交關係나 通商은 複雜한 

內外事情오로 매우 制限된 것이었오며， 韓國이 H 本에 의해서 植民地化

펀 후에는 美國이 日本의 韓國支配를 인정하고 물러남오로써 거의 斷切

되어 버렸으나s 唯獨 基督敎 新敎의 宣敎9 敎育 및 醫鷹事業은 日帝下

에서도 끈질기게 계속되어 이 期間中 韓美文化接觸의 根幹을 이루었거 

때문이다@ 

그러묘로 韓國人이 美國文化와 本絡的오로 接觸한 것은 프로테스단티 

즘과의 접촉이 처음이었오며， 1945年 解放에 이르꺼까지는 거의 唯一한 

文化接觸의 형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같은文化援觸의 과정에서 

3) 李普웹， “李朝末期에 있어서 韓國과 美國" I亞細亞핍究J Vol. X, No. 2, 
(通卷 第26號) , 高大 亞細亞問題昭究所， 196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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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 스만마 즙을 傳達하는 宣敎者뜰의 立揚에 서 는 宗敎的 信{fp의 傳播

가 一次的인 目的이었을 것이고， 宣敎를 위한 方便오로서 敎育과 醫續

事:業을 벌였겠지만， 그것을 受容한 韓國)、들은 단순히 宗敎的 信{fP體系

로서만 받아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보다는 짧時의 社會狀

況에서의 彈力한 社會改章(開化)의 ;원志와 獨立윌 펄;1<하는 彈力힌- 昆

族主義가 프로테스탄1.'-]줍윤 受容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受容을 t펀進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因이 되었다는 分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1 서 樞

民列彈이 韓國을 植民地化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넌 朝應末의 한국社 

會에서 핀쏟豪된 少數의 엘리도들은 開化와 社會改같흙을 용해 스스로 彈한 

나라가 되기 전에는 植民地化의 위렴을 막아넬 수 없오리라고 믿게 되 

었고 4) 그와 갇은 社會改單의 意志는 우리나라에 대쾌 友好的이고 社會

~St휩的 훨素를 많이 包含하고 있는 프로테스단1.'-]즘을 받아둡이게 하였 

던 것이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宣敎團體등은 近代的안 敎育機關올 韓國

社會에 設立하기 시직-하였으므로 開化의 뜻을 품은 有能한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었고 5) 結果的으로도 프로테스단트 宣敎團體에 의 

해서 섣럽펀 敎會와 學校블 풍쾌 近代的인 西歐文化룹 受容한 젊은이들 

이 후에 韓國社會의 指훨的인 先覺者의 沒害U을 수랭하게 된 사람듭이 

많았다. 

그리고 그와같은 프로테스만티즘윤 통해 배출된 지도자듬은 거의 한 

켈 같이 쫓國 民主主義와 自 由主義를 政治的， 社會的 理念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연한 結果가 아니다 6) 이와갇은 事寶은 美國의 프로테스단티즘 

이 한국에 基督敎만을 傳播한 것이 아니고 쫓國의 政治思想、도 같이 傳

播‘한 結果플 가져 왔는데， 그렇게 펀 배경에는 뜯로테스단더즘을 받아들 

인 한국인들이 그것을 宗敎的 침{fp體系로 받아둡이 는 데 그치 지 않고， 韓

國社會를 改i발하는 데 펀요한 政治的， 社會的 思想‘과 理念까지도 함께 

4) 筆者는 日帝에 의한 植民地化 이전의 웹!첸末期에 있어서의 支配的인 發展
價f直 (development value) 블 「開化]로 보았고， 日帝下의 支配的언 發展價f直
는 「獨立」으로 보았다. 林;熺燮” “Continuity and Change of Development 
Values in Korea ," I韓國社會學」 第8輯， 1973, pp. 81-9. 

5) Fisher, J. E. ,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η 셈 Korea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Y. , 1928. 

6) 팽以燮， “韓國에 있어 프로테스탄더즘활 媒介로 한 아머1 리카 交化의 影響”

「많細亞陽究J Vol. X, No. 2 (通卷 26號) , 高大 亞細亞問題빠究所. 1967, 
pp.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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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하여 왔던 째문인 것이다。 

例를 들어 徐載調 博土는 그 自寂傳에서 「나는 新聞만으로는 大짧에게 

自 由主義， 民主主義的 改章思想을 鼓吹하기 가 困難할 듯 하여 "'J7) 라 

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美國의 自 由主義， 民主主義로서 韓國社會를 改

單하고자 한 풋이 分明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테스만다즙을 通해 美國의 政治멍想、이 우리나라에 受容

된 것은 宣敎事業의 意圖的인 結果로 볼 수 있는 面도 없지 않을 것이 

고3 또한 意圖하지 않았던 副次的인 結果라고 가볍게 評價할 수 있는 

面도 없지 않겠으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로테스탄터즘을 受容한 

韓國人들에 게 서 우리 는 社會改뿔과 獨立의 手段을 求한 心理的 動機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時期에 프로테스만티즙을 受

容한 韓國A들은 드로테스탄티즙을 동해 宗敎的인 信{rp뿐 아니라 社會

的， 政治的 理念과 手段을 求하거도 하였기 때문에 프로테스단티즘과 

아울러서 美國의 政治的 팀由主義와 民主主義가 受容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이 H本의 植民地가 된 1910年 이후 解放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抗日 民族主義運動의 行動的， 精神的 基盤의 하나로서 

기능해 왔던 것도 지극히 당연한 結果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9年의 

3애運動에서도 基督敎入들의 쫓與는 적극적인 것이었는데 그 一例로 運

動參與者의 경훗敎的 背景에 관한 朝解總督部의 調훌寶料를 보면， 프로테 

스탄트敎人들의 쫓·與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8) (表1 參照、). 즉 프로 

테 스단트의 總計 3， 373名은 다른 宗敎에 벼 해 가장 많오며 특히 女f生參‘

껴B者의 경우는 프로레스탠·트敎人이 壓짧l的이었다. 이에 대해서 洪以燮

敎授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곧 宗敎的언 信心에서만 規定하기 어려운 點이 많으나 信心

에서든지 또는 프로테스탄티즘을 民族主義 方向에서 利用을 하였든지 

間에 프로테스탄티즙이 民族主義와 結fE하였음에서 結果된 現象에서 

프로테스단티즘의 社會的 機能에 留意、하여야 하며， 그 自體 歷史的

7) 金道泰 記述. \f徐載弼博士 自 없傳~. 서 울， 1948, p. 215。

8) r朝縣@獨立思想及運動Jcr秘」調흉資料 第10輯， 朝蘇總督府官房應務部調養
課， 1924) p. 107. , 洪以蠻， 前播뿔， p. 67. 에 서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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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 1) 3.1運動參加者의 宗敎的 背景에 관한 統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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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이었음을 否認활 수 없는 일야었다 9) 

3'1運動 tl後 1920rv1930年間에 發刊된 東亞日報펴 社說을 分析한 한 

陽究結果에 의하면 10) 야 期關中 가장 강조돼었던 價f直는 自主獨立

(28.08%)이 었오며 , 이 어 서 敎育Cl?'.28%)，社會經濟的 zp:等 04.31%), 

民主化03.32) ， 塵業鍵展02.98%) ， 社會慣習의 改章(7.08%) ， 生活71<.

準의 圓上(6.74%)의 )1頂으로 나와 있다e 이것은 自帝下의 韓國人들야 

自主獨立은 껏論이거니외- 社會改黃과 發展을 切寶허 追求하고 었었음을 

立證하는 餐料아며 9 이미 個入의 政治的， 社會的 基本權에 대한 앤식을 

중심오로 自由民主主義뿔、想이 상당택 受容되어져 있음을 나다낸다g 

그러나 이 社說에 대한 分析昭究쐐 의하맨 民主化를 主題로 했던 社

說들은 대체로 民主的 制度애 대해서보다는 基本權악 確保를 벼 彈調하 

고 있다. 이것은 日帝 植民地下에서 制度的얀 民主化의 寶現은 不可能한 

것이었으요로， 프로테스탄터즘을 통해 受容된 美國 民主主義의 면、想이 

우리나라의 獨立을 追求하는 民族조義와 깊이 聯關되어 있음을 의미하 

9) 洪以燮， 前擺빨， pp. 67-8. 
10) 簡光石? “ B 帝下(1920-1970) 韓國社會의 發展價植分析9’， 高麗大學校大學

院 碩士學位論文，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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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블 때 朝解末에서 日帝末期에 이르는 동안 

韓國人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美國文化受容의 通路로 

서의 프로테스단트敎會를 通해， 한국인들은 한국社會의 獨立과 改單의 

理;念과 手段을 찾았고 그 結果 美國의 民主主義가 制度的언 -:fJ(元에서보 

다는 民權思想을 中心오로 해서 受容되어져 왔었음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2) 훌뿔 民효훌盧擊멸 制度的 뿔容 

解放 tÅ前에 이 ul 美國 民主主義의 敏治思想은 部왔的오로 韓國人애 

의해셔 受容되었지만9 ζL첫은 프로테스단티즘을 통해 間接的 ò 로 。1 루 

어진 것이었고5':. 理;옳이냐 명、想、的얀 水準어} 그치는 것이었다。 二L려냐 

美軍政을 거 쳐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펀 이 후 美國的 民主主義는 韓國社

會의 모든 領域에서 制度的오로 受容되어지가 시작하였다. 日帝下의 政

府組織， 法體系， 敎育制度， 經濟制度등의 모든 社會制度는 日本에 의한 

植民主義的 制度이었오며 11) 解放과 햄께 그와 같은 모든 社會制度는 全

般的으로 改編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 ζL와 같은 制度的 改章의 過

程에서 韓國人들은 우선 급한대로 美國式 制度의 틀을 그대로 移植하게 

된 것이 다. 따라서 그와 칼은 美國的 制度의 移植은 國家建設(nation

building)과 社會再組織의 過繹에서 하나의 制度的 블로서 借用된 것에 

不過하였고 美國의 民主主義制度가 韓國社會애 충분하게 定著된 젖은 

íV論 아니 었 다。 寶相은 모든 制度的 領域에 서 文化週禮(cultural lag)의 

現象이 얼어났으며 美國의 援助와 顧問의 沒害U야 얼마동안 계속되자 않 

을 수 없었던 「文化借用」의 期聞이 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例를 들어 韓國의 敎育制度과 敎育行政에 ul 천 美國文化의 慶響을 分

析한 金鍾喆 敎授는 “民主主義 敎育思漸가 풍좋끼k되고 새로운 敎育制度가 

移植된 것도 야 빼부터이 었오며 한마디로 말해서 美軍政은 韓國敎育오로 

하여금 美國敎育文1t의 影響짧內에 놓여자게 하는 直接的언 훨機를 마 

11) Yunshik Ch:mg, "Colonizatlon as Planned Change: The 표oreanCase었 
Modern Asian Studies 함뼈。 5 ， No. 2, April 1971, pp. 161-86. 

12) 金鍾喆"韓國의 敎育制度와 敎育行政에 ul 천 美國文化의 影響"， r亞細亞
짧究J Vo1. 훌， No. 2(通卷 第26號)， 高大 亞細亞閔題船究所， 1967, pp. 
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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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고 지적하고12) ， 具體的오로 6-3-3-4制의 탤線型 學制라든 

지 敎育自治制， 그리고 敎育內容3 敎授方法， 敎育行政등에 있어서의 美

國制度의 영향을 分析하고 있다. 

그러 나 金폐喆 敎援는 이 와 같은 美國敎育思湖와 敎育制度플 受容하는 

過f앞에 서 數많은 뿔國機關과 흩웰~l뽑들(찌j컨대 CAC, UNKRA , AID , 

USOl\I, AKF , CARE, Fulbright Commission, Asia Foundation 등) 이 

편接 關接으로 援떠와 紹問을 제공히였오며 3次에 걸져 韓國에 피-견된 

美國敎育使節團과 죠지 피 바다 師範大學(George Peabody Col1ege for 

Teachers) 敎授플로 구성된 使節團의 活動을 特記하고 있오며， 또한 美

國의 敎育文化를- 受容하는 데 있어서 犯해진 「過誤」플 機械的 模做의 過

짧， 짧~-'f生의 誤親;，헐웰主義의 誤錫， 행l'他主義떠 誤쩔등으로 지 적 하 
였다 13) 

金鍾喆 敎投에 의 해 서 分析되 고 지 적 펀 美國文化와 制度의 敎育分野에 

서의 受容過程에서 나타난 도든 특징은 비단 敎育의 領;域에서뿐 아니라 

政治， 經濟， 軍事등의 모든 다른領域에서도그대로 짧見되는 것들이다. 

이 처 럼 韓國A들이 解放後 休戰에 이 르는 동안 美國文化와 制度블 無

差別的으로 受容하는 「文化借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解放

과 더불어 급속허 植民地的 遺塵을 淸算하고 새로이 社會를 再組織하기 

위해 득정한 理念的， 制度的 플이 必훨했으며 3 南北이 分斷되어 政治

的} 軍事的 충돌과 갈등이 극심한 狀況에서 自生的 制度의 形威을 기다 

궐 時問的 餘첨·와 人的， 物的 資源의 制限에 그 理由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6.25動옳L과 動亂中의 混홉L은 ::3-와 같은 文化借用의 期間을 相當한 

期間 더 延長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던 것이다. 

그러 으로 이 期間中 政治， 經濟9 軍事， 敎育등 廣範한 領域에 걸친 

美國文化의 制度的 受容은 解放後 社會再組織을 위 해 必훨한 制度的 플 

을， 우신 급한대로 美國式 觀成덤I쓸 直輸入하는 방식￡로 마련하려는 

-"種의 文化借用의 受容方式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iGI文化」를 週한 훌훌國文{1;21 受容

解放後의 핏軍 젠1111 ， 튜헤 韓國罷?짧L中의 大規模의 美軍. 餘韓은 韓國社

會에서 처읍오로 콧國yiiR과 韓國rfj民關에 뚫i範한 'æt接‘的인 캡촉을 갖 

13) 上同， p. 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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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重훨하다. 

그러 나 韓國에 就면한 美國市民들이 太部分 民閒人이 아닌 軍人이 라 

는 特珠한 뭘分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戰爭期間이라는 特珠한 狀況에 

서 이푸어진 接觸이었기 때문에 美軍을 동해서 접촉한 美國的 生活樣式

빛 美國文化는 置正한 美國文化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또한 美軍듭과 직접적인 接觸을 지속적오로 가질 수 있었던 韓國人

들도 軍人이 아니 면 美軍을 相對로 하는 商人이 나 ~部 少數의 民間A

에게 限定되어 있었오무로 正常的인 韓美文化의 접촉경후라고 보기는 

어렵다6 

그러으로 그와같은 美軍을 경로로 해서 韓國λ、이 접촉할 수 있었던 

美國文化를 rGI文化」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rGI文化」는 美國

下層階級文化의 特性을 많이 露出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rGI文

化」는 分明히 美國 中塵層文化보다는 下層階級文化의 特性과 軍λ、들의 

下位文化(subcu1ture)의 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a 

1fú를 들어 裵亮瑞 敎授가 「美語가 國語에 미친 影響」이라는 論文에서 

우리말료 歸化한 것오로 看做되는 美國原語들을 分析한것을 보면 j rGI 

文化」의 특성을 짐작케 할 수 있다 14) 그 ~部룹 列學해 보면， 카우보 

이 (cowboy) , 콜라(coca -cola) , 쿠키 (cooky) , 퀴 즈(quizz) ， ~집 車(jeep) , 

째 주(jazz) ， 지 료악(jitterbug) ， 하바하바 (hubba. hubba) , 쉐 터 (sweater) , 

I달라(dol1ar) ， 다이 아깐 (diazine) ， 파카(parka) ， 파자마(pajama). 렘푸 

(pimp) , 아파트(apartment) ， 캔다 (candy) , 데 자트(desert) ， 깨 스(gaso

line) , 아이스크럼 (ice cream) , 부르스(blues) ， 핫독(hot dog) , 트위스 

트(twist) ， 바겐세 일 (bargaïn sale) , 핫팬츠(hot pants) , 슈샤언 (shoe

shine) , 고고(go’ go)， 카츄샤(KATUSA) ， 땐스(dance)등오로서 大部分

美國의 大架文化나 消費文化 그려고 軍人文化와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15) 

14) 裵亮瑞， “美語가 國語에 미 친 影響" r美國學論集J Vol. IX .• 韓國아매 리 카 
學會， 1976, pp. 5-20。

15) 꺼論 國語로서 歸化되는 外來語는 대부분 大꿨에 의해서 廣範하게 慣用되 
어지는 것인만큼 高級文化의 內容을 많이 포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英美계통 歸化語들이 美軍들의 生活양식이나 소l:l]물자 그리고 
軍用品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分明하다. 배양서 敎授도 英美
外來語들이 美軍藍띤과 큰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裵亮瑞， 前揚論
文，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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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으로 뾰韓美軍과의 직접적인 점촉을 通해서 受容된 美國文化는 프 

로테스단트倫理에 基鍵한 美國 中塵層文化라고 보기는 어렵고y 美國의 

大架文化나p 下層階級의 下位文化 그리 고 軍人들의 下位文化를 많이 包

含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iGI文化」를 受容한 韓國人들 

의 社會的 특성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外來文化릅 選別的으로 受容할 수 

있는 批判的 能力을 所有한 階層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 나 iGI文化」는 韓國의 -般市民이 美國市民을 직 접 個A的오후 

점촉할 수 있었던 最初의 광뱀하고 지속적인 경험이었다는 점과 美國의 

大架文化가 受容된 한 重훨한 經路01 었다는 점에서 過少評價할 수는 없 

으리라고 생각된다. iGI文化」가 美國의 한 下位文化에 지나자 않고 美

國의 中心的언 文化언 中塵層文化외-는 거리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하더 라도， iGI文化」가 美國文化에 대 한 反文化(counter-culture)는 아난 

것이며， 美軍들의 思考方式이냐 生活樣式은 美國文化의 重훨 특성언 民

主主義나 實用主義y 物質主義y 成功志向의 價f直親， 個끼、主義등의 慶素

블 충분히 表現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다만 iGI文化」를 전체적오로 評蘭할 때 美國文化의 本流를 代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制限된 特練한 뭘分과 階層에 치우친 文化接觸옆 

의 通路로서， 美國文化의 本質보다는 形式과 멸曲된 外面이 受容되어 

진 -面을 찜定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야다。 

(짧) 옐멸뿔어~핵확 훌훌뿔뾰뼈옐 홈쫓變 

解放에서 1950年代末까지의 韓國社會얘 있어서의 政治y 經濟 몇 용g識 

엘리u:들은 日本에서 留學한 敎育背景을 자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었다@ 

그려나 1960年代 이후에는 치츰 美國에서 留學훨 사람들의 tt率애 가장깐 

커지고 있음이 여러 分析에서 밝혀지고 있다。 16) 

그라 고 文敎部의 統計에 의 하면 解放後 1973年末까지 海外留學을 許

可받아 나간 짧學生의 總數는 12， 3?O名인데 그중 美國짧學이 10， 789名

우로 壓圖l的이며 y 專攻別료는 自然系와 人文Wd:會系사이어1 큰 差異가 없 

16) 韓國의 政治， 經濟， 9:D識 엘 리 뜨윤의 數育背景에 관한 연 구플로서 는 金圭
澤， If'韓國政治動態論.ll， -懶聞， 1971; 李熙慶‘企業指導者의 社會移動"
서 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66; 韓昇助， “韓國政治 엘 리 뜨의 充員類型"

「亞細亞阿究J Vol. XVIII , No. 2 (通卷 第54號)， 1975, pp. 1-48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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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7) 1973年末 現在 留學者 歸國 總數는 2， 968名인데 그중 博士學位取

得者가 703名으로 報告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半이상인 417名

이 美國에서 學位블 받았으며， 나머지 다른 니라둡은 H本이 96 名， 獨

逢이 77名， 英國이 25名， 프랑스가 24名 등이 다 18) 

海外핍究를 마치 고 歸國한 碩士 흑은 博士學位 取得者들은 그 70rv80 

%가 敎育機關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자는 政府機關과 -般企業體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學位取得者들 이외에도 政府3 言論y 軍 등의 많은 

엘리뜨들이 敎育交換計劃이나 시찰計劃등을 通해 美國을 話問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參考로 鄭範模敎授가 分析한서울大學校 敎授의 外國짧學 經驗에 관한 

자료를 보면 19) 서울大學校 敎授의 62%가 外國留學의 經歷을 가지고 

있으며 美國짧學 經歷者가 51%이다。 美國留學의 경험을 가진 서울大學 

校 敎授들의 比率을 專:攻別로 보면 /、‘文系 敎授의 3606% , 社會科學系

敎授의 55.5% , 그리고 自然科學系 敎짧의 55.5%7]- 각각 美國짧學의 

經歷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 

以上과 같은 資料를 通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韓國의 엘리뜨層들 

은 거의 大部分이 美國을 直援 닮問한 경험을 가지고 있오며 相當한 比

率이 美國에서 留學함 經驗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묘로 韓國人에 

외한 美國文化의 受容經路가움데 가장 本格的이고 重훨한 經路는 바로 

이와 같은 엘리뜨層에 의한 受容經路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엘리뜨s 특히 知識 엘리뜨들은 美國을 通해서 科學技術

의 導入을 ~次的인 目的으로 하였으며 그 結果 한국의 學問文化에 대 

한 美國왜 學問文化의 영향이 本格化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同時에 

이들 엘리뜨들은 外來文化릎 受容하는 데 있어서 批判的 能力과 反省的

자세를 가질 수 있는 層이었으묘로 美國文化의 受容에 있에서의 「憶過

機能J (:filtering function)을 해왔으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17) 文敎部， ~韓國留學生 實態調養j](增補版)， 1973. 
18) 上同
19) 鄭範模， “敎育交換에 의 한 美國文化의 影響" r亞細亞맑究J Vol. Xδ No. 

2 (通卷 第26號)， 高大 亞細亞問題陽究所， 1967, pp. 109-19. 
20) 上同， p. 115. 
21) J美國 學問文化가 韓國 學問文化에 미 친 影響』이 라는 主題로 韓國아메 리 카 

學會는 1976年에 써미나를 主f崔하였으며， 여기에서 發表된 主題論文플은 
「美國學論集J Vol. IX, 韓國아메 리 카學會， 1976에 收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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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까H識 엘리뜨둘이 풋國의 學問을 受容하는 過程은 디1 처1 로 解放

에 서 1950年代初에 이 르기 까지 의 第一段階에 서 는 紹介와 훨入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1950年代 後半부터 1960年代末까지는 美國學問에서 

導入한 理論과 分析의 블을 사장-해 서 韓國社會에 대 한 陽究가 試圖된 

第二段階를 거처， 1970年代의 第三段階에 들어오띤서 부터는 美國學問

文化에 대한 反省的인 省察을 避해 韓國學問;文化의 土휩化에 관심을 기 

윌-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접 은 政治的， 經평的， 行政的y 敎育的， 諸制度的 領域에 서 의 制度

的 엘 21 뜨들의 경우도 거의 81 숫하다고 생각-펀다. 各 制度的 領域의 엘 

리뜨들은 美國式 制度룹 倍用한 初期段階칠- 벗어나 韓國의 社會 文化的

背景과 社會構造的 特性에 따라 그들이 借用했던 美國式 制度와 理念들 

을 適切히 調整하고 修正하려는 積極的인 자세블 갖기 始作한 것이다. 

한국의 制度的 엘리뜨들과 知識 엘리뜨들은 美國文化릅 受容하는 데 

있어 美國文化블 美國의 歷史나 社會構造的 背景에서 理解하고 따라서 

그것을 韓國社會에 그대로 移植할 수 없는 限界도 인식하고 있으며， 韓

國 社會構造와의 適合性(releγancy) 이 라는 觀點에서 美國文化의 受容은 

選別的인 受容이 되지 않으면 얀된다는 態度룹 가지고 있는 것이다. 

(5) mass media릅 通학 쫓圖文化의 휠容 

解放後 오늘에 이 르기 까지 mass media블 通해 서 접 촉된 外來文化가 

운데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떤 것은 美國文化이었다고 보아 틀렴이 없 

을 것이다. 特ε1 映畵나 TV의 경우 美國映畵가 外畵의 大部分을 차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筆者의 調훌에 의 하면 韓國의 大學生들이 美國社會나 美國文化에 대 

한 知識을 갖게 펀 經路로서 지척한 것 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 

이 mass media이 었 다 22) 즉 表 2에 서 보는바와 같이 廳答者의 67.04% 

가 mass media를 週해서 美國文化에 대한지식을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 

는 學校敎育04.26%) ， 圖書02.52%) ， 個人的 점촉(2.38%) ， 敎會

(0.32%)의 }I멍이다. 이 調훨의 廳、答者들이 大學生언 점을 캄안한다면， 一

般大架들의 경우는 휠씬 더 mass media의 경로가 比重을 더 차지할 것 

22) 林熺燮， “韓美文化關係에 대 한 -"陽究"， r亞細亞핍究J Vol. XX , No. 2 (通
卷 第58號) 1977,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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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塞 2> 가장 풍요한 美國文化에 대 한 知識의 풍容경 로 

←뻗 첼J_~_뽕-----폰← l • N •• 초 ---
1 mass media 423 67.04 
2 學校敎育 90 14.26 
3 

4 

圖書

個人的 접촉 

敎會

其他

無應答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79 12.52 
15 2.38 
2 0.32 

17 2.70 
5 0.79 

그렌데 韓國에 mass media륜 통해서 소개펀 美國文化， 특히 映畵나 

τV를 通해서 紹介펀 美國文化는 本來의 美國文化를 찰 傳達한 것이었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3) 例를 들어 美國映畵는 西部劇物이나 願

樂物이 大部分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西部劇映畵가 韓國人들에게 美國

人의 開打i精神(frontier spirit)을 보여 주었다면， 많은 願樂物 映畵들은 

美國의 生活樣式을 享樂主義 또는 物質主義로 특징 지 워 주었을 가능성 

이 많다。 

특히 τV는 年敵， 계층y 敎育釋度 등에 관계 없이 廣範한 大꿨이 접촉 

하는 大架媒體얀레 우리나라의 τv는 상당히 많은 美國 프로그램을 直

輸入해서 放映하고 있다。 1973年 7月 24 日에서 30 日까지 1週 H 동안의 

τV 프로그램 을 조사한 林尙源、 敎授의 %￥究는 美國 프로그램 이 차지 하는 

比重이 매쭈 크다는 사싶을 밝히고 있다 24) 林敎授의 分析에 의하면 美

國에서 輸入된 투로그램은 KBS의 週當 總、放映時聞 5， 950分 가운데 

1， 060分(17.6%) ， τBC의 5， 615分 가운데 1， 295分(22.2%) ， MBC의 

5， 400分 가운데 1, 145分(21. 2%)으로 zrs:均 約 20%정 도의 時間을 차지 

하고 있다。 이것을 視聽率이 높은 時間帶에만 限定시켜 分析해 보면， 

KB용는 約 23.0% , τBC는 約 28.9%, MBC는 約 26.3%로 增加한다. 

23) 呂石基， “韓國의 大꿨文化와 美國의 影響" r亞細亞昭究J Vol. X, No. 2 
(通卷 第26號)， 高大 亞細亞問題맑究所， 1967, pp. 123-33. 

24) 林尙源， “美國文化傳播에 있어서 韓國텔레비전放送의 投劃에 관한 小考"

『韓美文化交涉事情쩌究』 第1輯， 高麗大學校 美國文化핍究所， 1973. 



148 美 國 學

그리고 어란이를 위한프로그램만을對像오로分析한 것을 보면， KBS 
가 41. 1%, TBε가 74.3%, MBε기-61. 5%로 더 욱 높아진 다 25) 

이와같이 放送時關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美國 프로그램의 중요 

한 것들을 列學해 보띤， r우리 아빠 최 고j ， r아내 는 말괄량이 j , r5-0 
수사대 j， r제 5전선j ， r보난자j ， rFBlj , r도나라도 쇼j ， r미커스 웰버 j ， 

「페이돈 폴레이스j ， r딸가닥 푸우사 j ， r닥터 게논」 등이며， 어린이 프 

로그램 오로서 는 「달려 라 꾀 돌이 j , r뽀U마이 대 행 진 j ， r우-주소년 아-템 j , 

「황금박쥐 j , r타이 거 마스크j ， 1- 다 즈나 랜드」등이 다‘ 二l 밖에 도 「명 화극 

장」등악 시간에도 대부분 미국영화가 방병되고 있오묘효 우리나라 TV 

文化에 관한 限 우리는 (득허 어련이들은) 美國의 τV文1tä월에서 크게 

벗어나잭 봇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아렇게 볼 때， 우라냐라외 大짧과 어린이둘은 主로 τV를 통해 쫓-國? 

美國人， 美國文化와 정촉해왔으며 어느 정도 美國文化에 의해서 무의식 

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τV프로그램을 통 

해 美國文化의 영향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받아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 

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y 그들이 가지고 

있는 美國人과 美國文化에 대한 이미자는 싱당한 정도로 TV블 통해서 

형성되어졌을 것으로 접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mass media를 통한 美國文化의 受容에 있어 韓國人들이 그 

들이 접촉하는 美國文化애 대하여 어떼한 意味를 푸여하고 어떠한 內容

을 어떻거} 受容했는지를 정확히 얄 수 있기 위해서는 本格的이고 體系

的언 연구가 필요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筆者가 1976年

에 실시한 大學生들에 대한 調훌結果는 약간의 示埈블 제공해주공 있 

다 26) 이 調資에서 太學生 總答者들은 그들이 美國文化에 대해서 알채 

된 가장 중요한 점촉경로로 mass media를 들고 있음은 前述한 바과 같 

은데， 이들은 美國文化에 대헨- 肯定的언 認知훨素로서 聞휩精神9 民主

主義9 實用主義y 自律'[1:， 合理主義등을 들고 있오벼 p 否定的언 認知薦

素로서 는 類廢風i땅g， 지 나천 個人主義? 物質主義， 家族制度 (主로 老λ‘

問題와의 관련에서)， 人種差別등을 뀔고 있다. 

25) 上同， pp. 23--4 , 이 와같은 外畵 프로그램 야 차지 하는 比率은 近來에 와서 

상당허 줄어들었다. 

26) 林熺燮， “韓美文化關係에 대 한 -맙{究" 前揚書， pp. 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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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調훌結果를 通해 미루어 본다면 g 韓國A들은 mass media를 

通해 접촉하는 美國文化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選別的안 受容을 하￡ 있 

으며 y 쭈리나라의 鍵展에 必훨훤- 훨素라고 생각되는 開招精神， 民主￡

義， 實用主義9 合理主義， 自律性 등을 肯定的오로 受容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찮面p 現在의 韓國社會에서 週機能的인 結果를 가져오기 

쉬운 賴l羅風懶 (화려한 生活이나 開放的앤 峰道德、등을 의미하는 듯)나 

지 나친 個人主義， 物質主義등과 우리 냐라와의 文化的 適合性오로 보아 

批抗을 일으카기 쉬운 지나치게 夫歸中心的언 美國의 家族制度(離婚과 

老人問題를 일으킬 것으로 맏아지고 있다) 등에 대해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짧。 뿔 를솔 

本論은 韓國과 美國의 文化關係를9 韓國)、들이 美國文化를 受容한 過

程에서 보여 준 特徵을 中心요로 記述하려는 試圖에서 쓰얘졌다。 

文化關係를 論議할 때 -‘般的오로 援用되 는 文1t移植理論(acculturation 

theory)은 外來文化의 -方的인 「影響」을 機械的요로 記述하는 경향이 

있오며， 또 어다서 애다까지가 美國文化의 直接的 또는 聞接的언 影響

인지를 實證的으로 分析하는 알도 거의 不可能함 일이묘로， 本論에서는 

受容者의 能動的얀 受容의 行動에서 다다냐는 特徵과 그 結果를 중요사 

하는 接近方뽑을 擇하였다。 

아 昭究는 또 첫째 로， 外來文化의 受容者는 外來文化를 受容者의 fL場

에서 부여하는 意味에 따라 受容하는 것아지 外來文化의 本來의 흑성아 

나 內容야 自動的으로 EE 가채적요로 캡촉， 鍵散， 受容되어자는 첫아 

아니략는 理論的언 前題에 재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짧究는 外來文삶 

에 대한 認知1 解釋， 受容은 受容者社會7} 當面한 그때그쩨의 歷史的

狀況과 文化的 特練性에 와해얘 主로 결청된다는 假定어} 가초해 있다. 

또함 셋째로， 이 짧究는 外來文化에 대한 認船g 解釋， 受容동의 過程은 

반드시 文化的 關係에 의해재만 결정돼블 쳤이 아바고 ζL밖의 政治* 總

濟， 軍專등으} 關係에 의책잭도 크채 결;생된다늄 前提를 두고￡ 있다。 

，Ul:과 갚은 前提에 서 出廳-라얘 本論은 韓美)，(1t關係으} 캡 총경 로를 

릎로테 스탄트敎會를 通한 受容쟁 효p 政府樹fL뼈後와 制度的 受容， 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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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와의 接觸經路， mass media릎_. 通한 접촉 및 受容경로， 그리고 엘 

리뜨層에 의한 受容經路 등으로 分類하여 考察하였다. 

그와 같은 論議를 通해 얻어지는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A들은 主로 韓國社會의 Q)(章， 獨立， 發展이라는 立場에서 

外來文化에 대 한 意味블 부여 하고 그와 같은 價f直의 貝現‘에 도움이 되 는 

j횡素를 受容한다는 자세에서 美國文化를 受容하였다고 콸 수 있다. 

美國文化에 대한 韓國人들의 훼걷는의 가장 중요한 接觸經路이었던 프 

로테스단티즙을 受容하는 데 있어서도 韓國)、들은 韓國社會의 獨立이라 

는 民族主義的 理念에 立때해 있었、으며， 그 때문에 宗敎的 信때體系로 

서 의 基督敎뿐 아나 라- 民權思想을 中心으로 한 美國의 民主主義 政治思

想을 能動的으로 受容하고 f專播하려고 努力한 證據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H帝下에서 基督敎會가 抗 H民族週動의 基盤이 되었오며， 日

本 帝國主義者들도 韓國의 民族主義週動I을 jfli탤히-는 過짧에 서 韓國의 

基督敎會와 {즙徒들을 彈壓하였음은 明白힌- 歷æB''J 事:활이었던 것이다. 

解放後 民主主義制度를 비롯한 美國式 制度둡이 「借用」되었띤 것도 

全般的인 社會再組織의 過程에서 自生的안 制度의 發展을 기다릴 餘給·

가 없는 狀況이었기 때문에 必훨한 制度的 블을 「輸入」했었던 것이며， 

그와 같은 「輸入된 制度」들에 대 한 調整作業이 60年代 以後 廣範하게 이 

루어져 왔음도 事實이다. 이것은 反美나 排美的안 態度와는 전혀 다른 

正常的이고 바람직한 制度的 成熟으-로 判斷f해야 할 성질의 變化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줍째 로， rCI文化」와 mass media릎 通한 꽉國文化의 受삼‘은 廣範한 -‘ 

般市民들이 美國文化블 접촉할 수 있었다는 ;意義가 있는 反面에， 美國

文化 受容에 있어 적극적인 意味때與나， 選別的9 批判的 受容의 정도는 

낮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美國의 大架文化가 韓國社會에 受容펀 것은 主로 이 와같은 接

觸경로를 通해서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韓國A의 言語生活， 衣·

食·住등의 外形的인 生活樣式에서꾀 變化도 역시 主로 이와같은 접촉 

경로를 통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美國文化블 美國의 社會構造的 背景과의 관련에서 理解하고， 

韓國社會의 構造냐 社會發展과의 適合1~ ， 實用性등을 의 식 하고 選別的

오로 受容하는 受容자세는 近來에 "1 르러 知識 엘리뜨層과 各分野의 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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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的 엘리n:層에 의해서 本格化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韓國의 엘리뜨層은 大部分。1 美國에 짧學하거나 誼問한 個人的인 경 

험을 가지고 있￡며 g 美國의 學問이나 科學技術등에 대해서 상당한 水

準의 理解를 가지고 있어 美國에서 짧展된 學問이나 科學技術등과 美國

의 政治， 經辯， 軍事， 敎育制度등을 한국에 適用하고 應用하는 자세에 

있어 상당히 開放的인 태도블 가지고 있음은 分明하다. 그러나 同時·에 

그들은 美國文化나 制度가 韓國社會에 그대로 「移植」될 수 없는 것임을 

장 알고 있기 때문에 美國의 學問과 科學技術에 대한 理解에 돗지 않게 

韓國社會으1 構造와 過程에 돼 한 合理的， 科學的 知識을 土臺로 해 서 美

國文化의 훤素블 選擇的으로 受容하려 하고 있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以上과 같은 結論은 韓國人들이 美國이 政治的， 經濟的y 軍事

的오로 友郭으로서 組帶되어 있다는 意味와 美國의 民主主義나 合理主

義등이 韓國社會의 發展을 위해 필요하다는 意味를 부여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그와같은 意味願與와해석을 할 수 없는狀況이라면 韓國

人의 美國文化의 受容態度는 언제든지 變化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사션이다。 

그러나 以上에서 本%究가 試圖한 韓國과 美國間의 文化關係에 대한 

分析은 하나의 序論的이고 觀親的인 試圖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보다 

深層的언 分析을 위해서는 韓美관계의 모든 領域에 결친 廣範한 寶料를 

수집 하여 本格的얀 質的分析과 量的分析을 同I뿜에 加하는 연구가 펠요 

하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