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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年 서 울大學校 부설 美國學陽究所에 서 뼈onograph Series의 제 3 호로 姜信杓의 “The 

East Asian Culture and 1ts Transformation in The ￦est" 란 책 이 출판되 었 다@ 이 것은 姜Ef;

가 1973년 하와이 大學校에 博士學位論文으로 제 출된 것을 美國學짧究所에 서 출판한 것이 다. 

이 著書는 우선 題目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文化를 다룬 것과 東西洋을 다푼 특색을 

갖고 있다. 文化란 -般的으로 통용되는 文學이나 藝術등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A間의 行寫 全部를 포함하는 것으로 特히 이 저서의 저자는 行寫類型의 본질인 文化類型

(culture pattern) 보다 더 섬 총적 인 의 미 에 서 의 文化 즉 哲學的 意味의 文化를 이 곳에 서 취 

급하였다‘ 

이것을 하와이라는 특수 사정에서 東洋/、이 어떤 과정을 경과하면서 어떤 시간의 차이를 

두고 어떤 계기해 東洋的인 文化를 벗어나 西洋的인 文化를 슬득하여 가느냐 하는 것을 연 

구한 것이다. 

이에 사용된 方法은 질문지를 배부하는 사회학적 방법과 동시에 직접 개개인을 방문하고 

그들과 인터뷰를 하는 인류학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목적을 갖고 연구된 이 저서는 序論과 結論을 합해 6個章으로 이루어 졌 

으니 l章이 問題의 제기와 방법론을 언급한 序論이고 2章이 하와이의 經濟A口를 중심으 

로 한 社會的 背景을 논한 하와이의 環境이고， 3章이 東亞細亞의 文化란 제목으로 束洋哲

學 특허 음양론과 五行說을 설명한 것이며， 4章이 하와이의 文化를 취급하고 5章이 西洋에 

로의 文化變形을 언급하였으며 6章이 結論이 다. 

이 저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長點을 갖고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제 3 장에서 

언급한 東洋哲學의 構造的 把握이 다. 이 곳에 사용된 자료들이 東洋의 古代 哲學을 언급하면 

서 原典을 인용함이 없이 모두 西洋學者에 의해 해석된 것을 사용하지만 그 나름대로 東洋

哲學의 근본인 陰陽論과 五行說을 정리하였으며 이것을 일단도식화하여 BSTD 즉 兩分性，

空間， 時間， 力動的 關係를 설정하여 中國의 世界觀을 파악한 것이다. 東洋哲學 또는 中國

哲學을 유렵語로 번역하거나 소개한 저셔가 많고 이것을 도식화한 것도 많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는 陰陽論을 靜的언 關係안 동시에 力動的 關係로 파악하였다는 것과 이것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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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였다는데 큰 공로블 세운 것이라 하겠다。 

두먼째 長點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특히 하와이 라는 특수 사정에 이 이 겠으나 그곳에 이주 

한 中國人， 韓國人， 日本A이 모두 1世， 2世， 3世의 새대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설영을 한 것이다. 이것은 2世블 주된 인터뷰의 대상으로 삼아 그듭의 생각과 가치관， 태 

도를 관찰하였으묘로 이 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나 世代差는 분명 하였다. 이 것을 여 러 도 

표로 설명한 것과 갇이 l世는 東洋的이고 3世는 西洋的。1 며 2世는 바로 그 中間에 위치하 

고 있었다. 

이 世代差의 

서 상식화된 

명확성은 하와이란 득수 사정에서 기안하는 것인지 모른다@ 흔히 人類學에 

移民의 同化過程은 1世가 本國指向的이 라면 2世는 1世이1 반발하는 本國배 척 적 

이 고 다시 3世에 가서 는 2世에 반발하여 다시 本國指向的으로 되 는 것이 다. 그러나 본 저 

서에서는 一直線的으로 1世 2世 3世록 이어지면서 1 世는 本國지향적， 3世는 現地지향적， 

또는 西洋지헝:적이고 2世가 바로 그 중간이었다. 다시 말하띤 이 저서는 移民 同化過程의 

하나의 특수한 事例를 보여준 것이 된다. 

셋째 특징은 이러한 世代差를 찾아 낼 수 있었던 방볍론일 것이다. 美國의 人類學者

Francis L. K. Hsu의 Postulates롤 모텔로 하여 서 양적 안 내 -응과 동양적 인 내 용을 찰 분류 

하여 statement블 작성하고 이에 따픈 설문이 명확한 차이플 초래한 것이니， 이 설문지 문 

항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이 된다. 그러면서도 개방적얀 인터뷰에서 얻온 자료를 충분 

히 활용을 하여 사회학과 인류학의 특유한 방볍론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 된다. 

이러한 長點에도 블구하고다음과 같은 몇가지 短點이 있다， 그것은 칫째， 束洋이라하여 

韓國， 中國， 日本을 하나로 묶어 취급한 것이다; 東洋的 世界觀으로 내세웠고 사상적 플로 

만든 陰陽論은 엄걱하게 말하면 日本λ、이나 韓國人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中國的인 것이며 

中國에서도 古代陰陽家의 理論이지 人類學的 意味의 만1國人의 行寫類型을 파악하는 원리기

되기 어려운 것이며， 특허 韓國人，

을 결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口本人의 성격특성마-저도 이것으로 설명하는데 정밀성 

그러 면서 도 中國Á， 韓國人 그리 고 口 本人의 人性的 特性을 언급하기 위해 中國A을 報

(pao) 록 日本人을 “아마에 "(amae) , 그러고 한국안을 “눈치”로 바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것들 세가지야 말로 中國人， 韓國Á， 日本人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것이 民族的 特性이 될 

수 없는 것둘이다. 예컨데 日本人의 性格을 설명한 R. Benedict는 日本A의 강한 報恩、;효識 

을 설명하였으며 H. Befu의 日本人의 눈치에 대한 연구플 보면 눈치야 말로 日本A의 특성 

인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갖는 報恩意認도 강하고 H本λ、이 말하는 “아마에”는 우리 

나라 말로 “응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의 행위에 응 성의 요소가 얼마니 많은 가는 우리 

가 감 아는 바이다. 

이 렇게 中國人， 韓國人， 日本人의 득성플 고려하여 놓고 다시 하와이의 환경에서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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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Á， 때로는 日本A을 흔동하여 설명하였고， 韓國人은 그 수기- 적어서 民族的 正體性

(ethnic identity) 을 유지 하기 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하였다. 그러 나 韓國人이 中國人이 나 

日本人에 비해 비록 수는 적어도 正體뾰은 충분히 유지하였으며 이것을 부인한 것이 이 연 

구의 큰 단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文化의 변형과정을 설명하면서 陰陽論으로 풀었으나 두 개의 전혀 다른 영역을 

조화시키느라 이론의 Bl 약이 었었다， 두 개의 영역이란 하냐는 陰陽論的 모델이고 다른 하 

나는 移民의 同化過程이다. 陰陽論 하나로 좋은 論文이 되는 것이었고 移民의 同化過짧아 

또한 큰 연구영역이었다。 이것 둡을 따로 하는 것이 더 이른상 모순이 없었을 것을 한하가 

에 論文內에 불연속성을 느끼는 것이 다. 

이러한 短點을 제외한다면 이 저서는 큰 야섬작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라고 우리 나라 

학계에 이 연구는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 공헌은 앞서 長點에서 지적한 바와 갚이 東洋

的 陰陽論을 도식화하였다는 것과 이것을 뼈vi-strauss流의 人間의 基本構造로 간주하는 것 

아다。 人間行寫 하부에는 行鳥者가 인식하지 뭇하는 行寫文法이 있고 이것이 대대적인 兩

分原理로 이 루어 졌 다고 보는 싫vi-strauss야 말로 陰陽論者。1 고 싫vi-strauss流의 構造主義로 

東洋哲學을 해석한 것이 바로 이 논문의 공적이라 하겠다. 

이곳에는 연역법에 의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다시 中國的인 것， 韓國

的인 것의 구분 내지 유형화가 있어야 하는 등 수 많은 문제를 내폭하지만 문제를 제시하 

는 그 자체 가 학계 에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둘째 , 본 연구는 하와이 에 있는 中國人과 티 本人 그리 고 韓國人이 西洋文化에 同化되 는 

과청을 연구한 것이다g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최근에 인류학에서 관심을 갖는 少數民

問題와 民族正體性 (ethnic identity) 의 문제 와 관계 되 는 것이 다. 특히 하와이 에 있는 中國人?

B本人에 대한 이런 問題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플의 대부분은 移民史나 移民의 

生活史를 연구한 것들이 었지 民族正體性에 관한 것은 많지 않았다. 이 런 의 미 에 서 이 연 

쿠는 귀중한 것이며 앞으로 韓國人 移民의 民族正體뾰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