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째 난 뼈庫間왜 價植魔 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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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大 社會科學大學 心理學科〉

이 글에서는 대체로 1945년 이후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얼어난 가치관의 변동을 개관하려
한다. 여 71 서 가치관이란 넓은의미로사용되는 것으로생활태도， 생활양식 그리고행동양식
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미국사회의 가치관? 특히 이 무렵의 가치관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첫째， 우리의 현 문화의 어떤 부분이 美國文化의 영향을 반영하는지흘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고 물째， 우리의 앞우로의 가치관의 변화방향을 예시해 줄 수 있끼 때문이다。
미국은 해방후 南韓의 점령주둔군으로서 한국에 진주한 후 극히 최근까지 한국사회애 절
대적인 영향을 행사해왔다. 미국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첫번째가

아니다，

첫번째

영향은 舊韓末 즉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결친 시대에 있었다. 그러나 兩次에 걸친
국의 영향은 몇가지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미

첫번、 것은 주로 한국내에서 宣敎活動을 하던

미국인들이 운용한 중등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한 것이었다， 이 때의 영향은 한국인

의 비교적 개화된 층에 한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영향은 開化運動과

獨立運動의 원동력이

되었다. 1940년의 日帝獨러下에서 美國의 영향은 일단 주춤했우나(西歐의 영향은 日帝統治
期間초에는 얼마간 계속되었지만) 二次大戰이

日帝의 敗戰으로 끝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두번째의 美國의 영향은 비록 南韓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첫번째의 것보다 더 廣範한 것이

었다.

日帝彈壓에 의하여 해방직후의 한국전통문화는 심한 상처를 엽었었다. 따라서

히 허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만큼 외국문화를 견디어 내는 힘이 약했다.

문화는 이제는 학교블 통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계층을 포함하는

상당

해방후의

美國의

냥j 領軍이란

형태로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비교적 구체적인 생활양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그전 것 보다 下流

層을 대표하는 문화를 많이 포함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50년에 발발한

6.25動亂은

남지 않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렇게 저항이 약화원

얼마

상태에서 보

다 大量우로 增員된 美國軍A들과 지원인원을 통해 美國의 가치관은 물밀듯 들어 왔다。

용。

美國柳期웨 자치

미국의 40"건대의 가치를 다루기 전에 참깐 미국건국 초거의 중요한 가치를 살펴 보는 것

*

자료수집 을 도와준 羅恩뼈에 게 사의 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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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을 것이다.

1800년대초 美國의 人口가 西部로 팽창해 갈 때 마을의 행정가나

정치가

는 개척자와 상인들이었다. 마을이 커지면 행정은 전문적인 법률가나 행정가에게 떠넘기고

새료운 땅을 향해 떠났다. 정치적 명성보다 사업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미국인의 기질이 외국인에게 보이기 시착한 것은 1850년 경이었다 한다. 이때부터

이런
미국의

지역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질이나 태도상의 동질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178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어린이는 학교에서 Noah Wester의 독본을 처음오르
되었는데 이 책속에서 강조한 내용은 (1) 오직 재산만이 진정으로 값진 것이고
는 것이며，

(2)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킬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만족을 주

것이었다. 다

시말하면 사업인의 가치를 강조했던 것이다. 1830년대에 들어 와서 McGuffey의
왔는데 이 책에서는 (l) 自助，

배우게

독본도 나

(2) 財勳의 신성함， 그리고 (3) 基督敎 道德이었다. 여기서

自助와 財物의 중시는 개척지에서의 사업가나 상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다. Wester의 독본이 나온지 약 50년 후에 基督敎

것￡로 블 수 있

道德이 첨 가된 것은 지 나친 사업 지 향적

인 태도에서 오는 질서의 문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 독본은

실천

을 강조했다. 생각만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One doer is worth a hun-

dred dreamers"). 이 가치 는 사람의 內面的 修養보다는 外面的 熟達을 강조하는 것으로 橋敎
園의 우리가 修己를 강조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다. 이렇게 行動이나 實錢을 강조하는 것
외에 寶用主義思想도 뚜렷해졌다。 당시에는 쓸모없는 일이나 책공부하는 것을 못참는 경향
이 있었다. 그래서 책을 갖고 있는 것을 숨겨야 했다.

또 個A主義徵候群이라 할 수 있는 가치들도
성

(individual initiative) ,

개 인의 책 엄 감，

나타났다 (Cochran， 1985). 즉 개인의 자말

개 인의 성 공，

에 대한 가치가 뚜렷이 보여 유럽인과 비교되었다.

그리 고 自 己決定 (seH-determination)

또 民主主義의

가치증후군이라 할 수

있는 개인평등 존중， 개인의 권리 존중， 자유의 존중 등의 가치도 보였다.
신에 대한 믿음， 낙관주의적 태도，

그밖에 영원한

白 A男子優位思想 등 가치가 이 무렵에는 미국민의 특

정오로 드러났다. 또 물질척 성공으로의 출세， 새로운 방법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 새친
구를 쉽게 사귀는 버릇， 이웃과의 협동， 그리고 미국을 성서에서 약속된 나라 ("God’ s New

World") 로 보는 생각 등이 정착되었다。

이제까지 드러난 가치들을 묶어 보면 몇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서 주요한
일， 저축， 재물존중， 물질척 성공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일의 가치，
개인의 출세，

自決， 개인의 책임감 등오로 대표되는 個A主義，

(2) 개인의

것은 (1)
자발성，

(3) 실질과 간펀의 숭상(예

슐 따위는 따지지 않으려는)， 실천과 활동 자체의 존중에서 보이는 實用主義，

(4) 協同性，

(5) 形式無視경향， 그리고 (6) 개인의 평등， 개인의 권리， 자유의 존중 등으로 대표되는 民
主主義的 가치였다.

이들 가치는 미국민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척지에서의 각박한 생

3
활조건이 일의 가치와 실질숭상과 實用主義와 個人主義를 낳게

했고， 찾은

移住경험에서

간편함의 가치， 形式無視 빛 짧同心을 낳게 했던 것이다. 그밖에도 이런 끊임없는
활은

移住생

同調의 강조， 敎育의 zp:準化， 大規模浪費， 藝術의 멸시 및 쩌的活動의 不信， 敎會를

社交目的오로 사용하는 것， 후한 인심， 천구 쉽게 사귀기， 核家族유지， 목사나 여자-를 포함

한 모든 사람의 흩k酒 등의 경 향을 낳았다. 또 물질적 성공의 가치는 18세기 英植民地 시대

에 英國/\만이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일반 이주민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판심이

토지와 부동산￡로， 그리고 상업￡로 쏠렸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1900년에 미국에는 都市化가 시작되었다(한국은 도시인구 밀집이 생기고 빈민굴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1960년대 후반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 이런 새로운 도시환경은 작

은 마을의 친숙한 인간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인간관계는 지속적안

것에서 일

시적인 것우로 바뀌었다. 이렇게 친숙한 관계가 드문 생활속에서는 親愛愈求가

자라게 마

련이다. 그래서 많은 클럽? 여인숙， 친선조직， 교회(사교장우로서의)등이 도시안에 얼어나

게 되었다.

이런 도시화의 와중에서 가족과의 정촉시간은 짧아졌는데 이때문에 20세기초와

미국사회학자듭은 家族이 소멸되는 것오로 생각했다. 그러나 물론 그 예언은

적어도 현재

까지의 미국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핵가족￡로서나마 가족은 최근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美國의 都市化는

처음오로 19세기 후반에 정립된 가치관

을 위협하는 첫 변화가 되었다. 都市化는 우선 美國A의 담由와 극단적인 個A主義를 위협
하는 요인오로 등장했던 것이 다.

또 1900년경에는 미대륙내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50 여년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치가 생

겨났는데 명성있는 지위숭상， 조칙에의 충성? 과학적 지식의 숭상， 실험정신，

장기계획의

숭상 등이다。 또 이무렵 미국에는 전에 앵그로 색슨인이 지녔던 우월감이 미국민의 우월감

우로 변해갔다.

Herbert Croy는 1909년에 다음과 같이 당시의 미국만의 우월감을 기술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인가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것 보다 좋응 일이 착한 미국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 "(Cochran，

1985. p. 105) ‘ 이런 확신오로 찬 미국인은 異

敎國들을 개화시키고 基督敎로 改宗시킬 생각을 했다- 舊韓末에 한국에 나타난 美國宣敎師
들은 바로 이런 우월감에 바탕을 둔 使命感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2.

~륙껏失戰후어| 일 O~ 싹 가확웰멸 벽화

여기서는 대략 (1) 終戰後 1950년대말까지，

(2)

1960년대

(3)

1970년대， 그리고

년대의 4개시기로 가치관의 변화를 보기로 한다. 기술방법은 가치관

(4) 1980

영역별로 이 4개시기

에 결쳐서 각 영역내에서 가치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는 방법을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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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的인 것에 대한 우월감

二次大戰 終戰과 더불어 美國이 戰觸國￡로 등장하고 더욱 이 大戰을

통해 유일하게 戰

福를 입지 않은 경제대국무로서 부상하자， 美國民들의 자기 나라의 것의 우월성에 대한 신

념 은 한충 커 갔다. 특히 1946년부터 1960년까지 파괴 된 유럽 을 재 건하는데 보인 기 술과 재
력을 로대로 미국민들은 자신만만했다.

H. Luce는 1941 년에 세상이 페허에 신음함은 미국

에·위험을 뜻함이 아니라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세계의 착한 사마리아)、이
되 어 야 한다 (We

must undertake to be the Good Samaritan of the entire world)" 라고

를 내다봤었다. 미국정부는 유럽재건이나 한국전을 통해 미국 기업을 지원해서

게 성장했다. 그런데

1960 1건대초에

戰後

기업이 크

와서 경제학자들은 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per capita

income의 증가에서 미국이 선두주자가 아니고 이제까지 미국의 GNP가 선진국사이에서 중
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Cochran，
1970년대는

1985).

미국민의 국가적 자신감에 또 다른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월남전

패전

(1 975) , 유명 정치인 암살， 계속되는 인종분쟁， 대학에서의 폭력행사 (Kent State 대학에서
의 학생총살

1970) , 캄보다아전쟁， 고위충에서의 독직과 부패의 노정， 그리고 장기적 경제

위기 등이 미국민의 자신감에 연속적인 다격을 가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미국인의 낙관

주의 (“미국은 자유선택과 기회의 사회이다”〕가 비관론으로 기울게 되었다. 한 학자는 이때

사정을 이렇제 표현하고 있다.
고 그것의

실례가 되고

“우리는 막스주의적

결정론의

말았다 .... (우리는〕 국가에도 운명이

반박의 보기가 된 것이 아니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 "

(Wolin, 1975. p.23). 또 다른 학자는 “많은 미국인플이 1960 1건대와 1970년대에 처음우로
자기 나라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같다"(Boller，

1978.

p.25 1)라고 표현하고 있다.

1980년에 들어와 미국은 日本의 경제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제 美國民의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유난히 풍요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신념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미국이 진정오로 풍요로운 나라로 된 것은 1950년대초에
와서였다. 1950년대초에 地上교통이 초中교통오프로 바뀌기 시작했고，

1945년의

석탄시대에

서 1940년대말과 1950년대초 사이에 휘발유시대로 접어들었다(한국이 이 시점에 도달한 것
이 1980년쯤이라고 보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나. 美圖民의 인샘관의 변화: 60년대 反文化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가치관을 다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50년대는 미국국력이 절정

에 있던 때이다。 비록 스푸트념이 1957년에 미국에 앞서 우주쾌도에 올랐지만 그런 패배는
일시적인 것표로 받아들여졌고 이의 시정을 위해 국력이 총동원되었다. 이 무렵 美國은 일

련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1950년대말과 60년대초에 인권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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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인종폭동 (60년대 중반)이 곳곳에
어나고， 거리에는 폭럭이
다， 이로써 西歐世界의

일어나고， Kennedy등 정치인들의

난무했다， 이런

와중에서

소위

1960년대의

암살사건이 일

反文化가 생겨났

전통적 가치 전반이， 특히 性과 행실에 대한 규법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런 1960년대의 반항은 주로 中上流層가정에서 나오고 高學歷인 학생들(대개 대학원생
들)이 주동이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소련의 과학을 따라잡기 위해 美聯知政府는 대학에

막대한 투자블 했고 그 결과 대학생과 특히
20"-'24歲인구중

대학재학생이

13% 였￡나

대학원생이

급격히

1970년대는

22% 로

증가했다. 특히 1960년에
2倍정도

증가했었다 (U.S。

News & World Report , 1973.4.16. p.70). 학생 들이 주도한 運動은 미 국민의

인생 관이 나

가치관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예로 Morris가 The way to live (生
活方式) 질문지를 써서 1950년과 1970년의 대학생을 비교한 한 연구블 들 수 있다.61 가치
관 조사에 의하면 1950 1건에 비해 1970 1건에 와서는 (1) 집단활동오로 즐기는 것

(2) 건전한

소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3)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의 극복 (4) 인간최고의 유산을 지
키는 것， 그리고 (5) 克己하는 생활의 가치가 감소하고， 반면 (1) 他A에 대한 동정

(2) 환

락과 고독을 섞어가며 사는 것 (3) 조용히 수통적오로 커다림과 같은 생활자세가 증가하였
다 (Pazy

& Lamranz ,

1980) 。

이런 결과는 1960년대의 격동기를 지난 미국의 대학생들이 보

다 럴 경쟁적이고 전투적으로 되고 반면 즐거움을 맛보며 보다 觀照的으로 생활하는 태도
를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1960년대의

격동기블 겪기 이전 세대인 1950년대의

대학생에 비해 이 격동기 이후에 대학에 들어 온 1970년대의 학생들은 개인생활로의 도피，
타인에 대한 동정심의 증대， 성취나 경쟁， 극기 등에 대한 관심의 감소， 그리고 초용한 생
활의 즐거움의

발견 o 로 요약되는 가치관 쪽오로 변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는 自꿇의

克己的 統制의

가치의

감퇴인데

이것은 일의 가치의

후퇴를 의미한다(이 “덤꿇의 克己的

統制”의 가치의 후퇴는 1960년대의 새 사조가 自我를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나 橋敎의 克己
나 修己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동양의

道敎냐 仙敎 내지 포洛과 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意識의 高揚이나

가치를 대표하는

감각체험의 만끽 등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서 짐 작할 수 있다).
1970년대의 대학생들이 직장에서 바라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특

기를 살리는 것

“독창성을 발휘할 기회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할 기회

“남을

도울 키회” 등이고 가장 중요치 않게 생각한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주는 것”이었다 (Block

& Langman ,

1974) 。 이 결과는 1970년대초의

젊은이들의 의

미있는 인간관계와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들 학생과 그들의

가 각각 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바교해도 당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드러난다. 학생들은 “남을 톱는 것좋은 친한 친구”플 아버지보다

아버지

관심사의 격차가

월릉히 (그리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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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원했는데 아버지는 “잘 살만큼의 돈”과 “직업에서의 인정”을 아들들에 비해 가장 많

이 원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원한 것은 “밀접한 가족관계”와 “자신에게 중요한 것
을 하는 것” 뿐이었다. 여기서도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인간관계에 더 관심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親愛愁求指 I며이 時代差를 나타내는 것인지 단지 나이의 차

이블 나타내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흠이 있￡나 이의 상당부분은 진정한 시대차를

반영하

는 것우로 보아도 될 것이다。

Distler (1 970) 는 1970년을 기 첨 오로 지 난 2-3 년 간 미 국의 문화가 道具的 (instrumental) 인 것
에서 表現的 (expressive) 인 것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런 변화는 1960
년 대말에 와서 보편적인 문화현상우로 냐타난 것임을짐작할수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道具的이 란 가치 법 주는 instrumental patristic의 약칭 오로 생 존경 쟁 을 전제 로 한 가치 관이 다.

이에는 성취， 목표지향， 합리성， 근면 등의 존중과 사회생활에서

친화보다는

핵심으로 삼는 그런 생활태도를 가르킨다. 반면 表現的이란 가치법주는

expressive-matristic

의 약칭으로‘감정， 친밀감， 감성적 체험， 자아탐색의 존중과 사회관계에서는
하게 지내는 母性的인 대인관계로 특정지워지는 가치관이다.

책임완수를

톱거나 친근

1970년도 조사에서 미국 대학

생들이 가장 선호한 생활태도는 “활동， 즐거움， 그리고 사색을 조화시키는 것” 이었고 둘째
로 선효한 것음 “他人에 동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오로 마루어 그들의

생활태도가 표현적

인 쪽무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적 가치로의 이동 속에는 보수화추세도 들어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생긴 보수화

경향속에는 종교에 대한 태도도 끼어 있다. 1950년에는 성숙한 인생관을 위해 종교적 가르
침이 펄요한가라는 칠문에 찬성오로 답한 대학생은 남자
남자가 약

50% ,

64% ,

여자 77% 였는데

1971 년에는

여 자가 약 60% 였다. 즉 종교적 가르침 을 찬성 하는 율이 1970년대 초에 와

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1982년에는 남자가 약

60% ,

여자가 약 65% 료서 종교적 가르침

을 찬성하는 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Manaster， Greer, & Kleiber ,

1985).

1970년대에 젊은이들에게서는 또 自由에 대한 신념이 크게 약화되었음이 눈에 띄게 되었
다， 그것은 하바드大生들에도 나타났는데 그들이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Hunt，

自由와는 반대로 決定論的인 태도플 많이

1976). 어떤 사회비평가는 미국인의 자유에 대한 실망은

좀체로 잘 도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흔란에 싸얀 것이나 그것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

실이다 (Kazin， 1976) 라고 당시의 기분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찰은 당시에 담由에

대한 가치가 후퇴하고 있음을 간접적 o 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처음에는 청소년층에서 일어났지만 뒤에 中年層￡로

소급해 전파

되었다. 80년대에 와서 이러한 움직임은 겹치는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
렸우나 그렇다고 먼저의 일의 가치쪽오로 국민의 안생관이 복귀한 것은 아니다，
미국민의 인생관 변화와 관련해서 1980년대의 학생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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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것은 1960년대 이후 여러 영역에서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변화의 진원이 되
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동요는 학자에 따라 A 口現象의 일부라고 보기도 한다. 二次大

戰終戰과 더불어 생긴 babyboom으로

1960년대에는 청소년 인구가 급증했다. 그들은 이미

中流化된 核家族속에서 성 장했다. 이 들이 대 학에 들어 갈 무렵 째 맞추어 趣南戰과
러 社會的 問題가 터졌고 또 大學에 진입하는 학생수도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같은 여
고도로 교

육받은(흔히는 대학원생들인) 학생들은 그들이 물려받는 가치관과 교육내용이 현 사회상과
큰 괴리가 있음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반항의 물결은 일어났다.
反文化는 주흐

Berkeley, Cornell , Ohio State , Wisconsin, Columbia

versity) 에 재학하는 中流層 청년들을 중심오료 시작되었는데
접어들면서 깎보디아 戰爭과

등 大型大學 (multiuni-

1960년대를 걸쳐

1970년대에

Kent State 대학에서의 民防衛軍에 의한 학생총살사건 등￡로

인하여 학생데모로 크게 확산되었다. 결국 이 反文化운동은 下層청소년과 그리고 中上流의
年上集團우로 확산되어 갔다. 1960년 외면적으로 이 반항은 정치문제에의 적극적 참여와전
통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은 民權運動 (civil rights pro-

tests) , 平和行進 (peace march) , 集團共同生活 (communal living) , 協同生活 (cooperative) , 女
子意識化 (women’ s

conscious raising) ,

그리 고 單純技術 (making

tiful-technology) 의 개 발 등우로 나타났다。

power) 운동으로 출발한

do with simple-small is beau-

이 런 움직 임 은 학교에 서 의 學生權利主張 (student

것이지만 위에 나열한 것 외에도 “꽃의 아이들 (flower childre며

히피족과 같은 생활습성과 마약사용 등의 새로운 행동도 만들어 냈다.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움직 임의 주체는 모두 高度敎育을 받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벨란 대규

모의 여가활동과 갚은 성격을 띄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20세기초에

미국민이

보인 자기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우월감의 발로이고 교육받은 이상적인 학생들이 사회현실
이 이 우월감속에 그려져 있는 사회모습과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우월감에

손상을 주

는 사회양상을 시정하려 하는 움직임무로 볼수 있다‘ 20세기초 선교사들이 외국의

를 개화시키고 社會의 속박무로부터

구원해주려

異敎徒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나 뒤

에서 보게 되지만 內部로 향한 이런 변혁의지는 그 이상의 뜻을 지니는 것이었다.
어 떤 학자와 사회 비 평 가들은 1960년대 의 학생 운동은 “ the greening of America" (Reich ,

1970) 1), “ The new consciousness of American youth" (Yankelovich , 1969;

Slates ,

1970;

표aan ， 1971) , 또는 postindustrial mentality (lnglehart , 1971) 로 불 렀 다， 이 들 미 국학자들은

이 현상이 젊은이들이 풍요속에 노정되는

美國社會의 모순을 보고 일 ξ 킨 反文化 (cüunter

culture) 운동으르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문화의 우윌감에 기초한 시정운동
1) greeùing 이란

層으로
있다.

bluing (blue

collar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개념우로

확산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젊은 層의 가치가 中年層무로의

中流의 가치가 下流

확산도 의미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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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후자는 전통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나 反文化는

전통문화블

탈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反文化로 보는 이들의 시각에 의하먼 젊은이들음 父母세대의 일倫理 (work ethic) , 즉 道
具的， 個人主義的， 合理的， 그리 고

外部補慣指向的안

생 활태 도가 이 세계 를

爆， 마라이 盧殺， 황폐한 인간관계， 생의 무의미화) 그런 가치관이 풍요한
지만 그 사회가 여가를 우의미하게 보내고 소비만을 일삼는 사회라는

망쳐 놓고(原

사회는 만들었

것을

깨닫게 된다.

젊은이둡은 이 두가지 모순때운에 기성세대외 가치관을 배척하띤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反文化는 自뭘實現을 중요시하고 合理뾰을 믿지 않으며 消費指向을 배척
하고 豊薦자체블 무의마한 것우로 여긴다. 아들윤 표현적 자유， 인간관계， 그리고

무제한

적인 감각체험의 추구블 목표후 삼았다。 여기서 표현적 자유란 행동을 완전히 스스로가 결
정하고 싶어하는 원망이다.

“ Do your own thing" 이란 표어는 진정우로 자기가 원하는

것

을 하라는 뜻우로 표현적 지-유의 가치블 냐타낸다. 인간관계는 남과 의미있는 관계릎 갖고
자하는 욕망을 말한다。 기업이나 대도시속에서의 시계부속과 같은 관계에서 빗어나자는 것

무료 他人에 대한 진정한 관심우후 이어진다@ 이 젊음 세대는 마국

인디언이냐

중국인의

인간관계릎 부러운 눈무로 바라보-았다. 우제한적인 감각체험은 일상의 체험과는 다릎 짜릿
한 진정한 느낌을 맛보려는 욕구이다， 合理的態度는 감각을 부정댔다. 그
않는 지식을 억지로 삼키게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반동우로 약불이나

대신 많응 원치
성행위냐

요가냐

명상 등을 통해 감각의 세계에 접근하려 랬고 남이 먹역주는 지식， 히}석된 지식을 옐어 버

육과 데이트였다，

결흔하면 그들은 정치와 담을 쌓고 교외에 있는 집을 시-서 그곳에서

응

1960대 이전과 이후의 청년의 생활관온 판이하게 달라졌다. 1950대외 청년외 취미는

체

리려 했다. 물온 이런 경향음 뒤에 藥物文化의 원안이 되었다。

원리더를 한 여자와 결흔해 사는 것을 꿈꾸었다. 사회문제와 싸름하기 보다는 교외의 저택

에서 잔디나 깎고 사는 것이 이상이었다. 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청년는

오로바이나 자

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결흔 해서 기겨l 공이나 기술자가 되기를 바랬다. 그랴냐， 60년대에 듭

어와서 직업관은 변했다. 이제는 돈벌이가 아니고 창조적일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

우며 담을 도울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경향이 생겼다， 거이 이와 때를 같이 히-여 20세기 후
반에 지식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음도 주목할 만 하다‘ 1960대초에 지식산업은 다른

분야의

2배의 속도로 성장했던 것이다。

1960년대 청소년문화는 다음과 갚음 요인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것아다.(1) 당시 젊은이

들은 대체로 풍요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년 생활에서의 긴장아나 정서적
감동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었읍을 의마한다. (2) 父母들의 양육이 放任的 내 지 許容的아
어서 아이들은 父母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그듭끼리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이것은 父母의 가치， 특히 그들의 일의 倫理 (work ethic) 가 제대로 후세에게

많았다.

전달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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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의마한다。
와

(3) 여기에 마리화나등 약물과 性 그리고옷 유행이 끼어 들었다。 Leeper

Madison (I 95 9) 같은 사람은 사람이 정서가 깃든 체험을 가지려는 욕구를 r 가지고 있다고

가 정한다. 즉 사람은 짜릿한 감흥이냐 체험을 갖기블 원한다는 것이다. 약물이나 性응 그

런 감흥이 결여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유벨난 감각을 제공한다。 (4) 마약이나 성 동씩} 청소

년이 손을 대면 父母의

간섭이

약촬에 더

시작된다. (5) 젊은이는 家出을 하거나 칩에서

갚이 빠지거나 운란한 성생활을 하거나 g 殺을 한다.

사람 01 많

(6) 학교를 도중하차하는

아지 면서 이 도증하차(“dropout") 는 자랑스런 반항의 몸짓무로 간주된다@

1960대의 反文化가 만들어 낸 새로운 세가지 가치， 즉 표현적 자유， 의미있는 안간관계，
그리고 감각체험의 만끽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살아남아 미국민의 가치체계의 일부가 되

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 표현적 자유는 전통적인 일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했￡나

약물중독오로 대표되는 감각체험의 가치도

1980 년대에

는 주된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가치가 낳은 행동패턴인 약물중독은

사회문제로

1980년대의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남아 있다. 오히려
한 가치이다。

1980년대에 들어 와서도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진정한

안간관계에 대

이런 운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다. 政治에의 行動參與 및 政治態度
社會的 내지 政治的 行動參與 (activism) 은 1960년대의 특정이었음은 앞에서 시사된 바 있
다.

이 에 대 한 증거 는 몇 개 의 태 도조사 (Manaster,

볼 수 있다.
1950 1건에는

Greer,

& Kleiber, 1985) 에 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에 찬성을 표한

47% ,

1971 년에는

66% ,

그리고 1982년에는 45% 였다.

간접적무로

대학생의

백분율은

1971 년의 높은 찬성율은

1960년대의 높은 열기의 여파라고 불 수 있다。 행동적 참여의식은 1980년대에 정어들어 다
시 1950년대 수준무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죽커전에 안종평등의 증진이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백 분율은 1950년，

1971 년， 그려 고 1982년에 각각

69% , 83% ,

그리 고

방황기를 치루고 난 1970년대초에 정치척안 효능감(效能感)이 절정에

학생의

1960 1건대의

76% 로

보여주는

달했음을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政治에 대한 行動參與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참여의식이 1970년대초를 지나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증거에 더 명백히 들어난다. 1972년， 1976 년， 1980년별로
본 투표율이 18"'20歲층에 서 는 각각
24歲충에 서 는
서는

51% , 46% ,

66% , 59% ,

48% , 30% ,

그리 고 36% 로 감소추세 를

그리고 43% 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보였고，

그러나 25歲이상의 成/\層에

그리고 64% 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들(1 980 1건대)의

無關心은 단 한명의 외국국가 원수도 알지 못하는 수가 80% 에

21'"

政治的

달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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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美

國

學

또 40% 가 대통령지명절차를 모르고 있었다 (Starr， 1986).

흑인청년들의 정치의식은 1960년대의 소용돌이 속에 오히려 높아졌다‘ 인권운동과

흑인

권리혁명의 여파로 흑인층에 자긍심이 심어졌다.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흑인들 자신이 착
취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되어 직장선택에 까다로와지게 되었다. 그리고

빨리 사

회적무로 지위상승을 하기 위해 地下세계에서 수입을 올리는 걸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이

문제는 범죄블 다룰 때，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1970년대의 학생들은 1950년대의 학생에 비해 급진화되었오나 1980 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학생들이 1950년대의 학생에 비해 더 自由主
義的이 고 私生活을 옹호했 다 (Manaster, Greer,

& Kleiber,

1985). 이 결과는 1960년대의 반

이에 해

수치는 35% 였다@ 이런

증거는

당했는데 (1 950년의 수치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1982년의

左右寶성향을 재는 척도에서도 1982년도 대상자들이

그것보다 높았다.

이「 스 1

데 1982년도 조사대상자의 보수주의 접수가 1971 년도 대상자의

점

증거는 保守主義 척도의

수

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직접적인

패갱 에니

비

1970년대초에 비해 1980년도 초의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가 보수화 내지

서

52% 가

볼

같은 연구에서 行動參與者의 수블 알아 본 결과 1971 년에는 조사대상자의

함

것이다.

동

항에서 나온 새료운 가치가 1970년대의 학생들 사이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
있는

또 직접

1971 년도 대상자들보다 덜 左順化된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증거들로 미루어 1980 년대의 대학생들은 1960대의 소용돌이 직후인
1970년대초의 대학생보다 정치적오로

보수화되고 델 左順化(右碩은

아닐지라도)되었음을

알수 있다.
1981 년도에서

았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사용하던 과격한 전술(행동참여)을 사용하고

4-년

10년전의

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대체로 보수화된 1980년도 학생들의 상당수가

Z」 즈，

비참여자의

급

는 행동참여자나 비참여자냐 좌경정도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10년전의

수

또 1971 년도에는 행동참여자가 바행동참여자보다 더 좌경화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이 낙태반대운동이냐 권리평등인정 반대운동에서 행동참여적 (액티
비스트) 전술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Manaster， Greer, 2 Kleiber, 1985).

흔히 1980년대의 政治的 無關心 (apathy) 을 뿐리 깊은 悲觀에 빠진 탓이 라든가

冷笑主義

에 빠진 탓이라든가료 설명하는데 증거는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의 젊은이는 아

직도 그들이 사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통제의식검사블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을 가지
고 있다. 다만 성급하게 단기적인 달성을 바라지 않고 장기적오로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점이 그전과 다를 뿐이다. 1970년대의 학생에 비해 1980 1건대의 대학생

은 국제문제의 해결책이 국제정부라는 생각에는 럴 찬동하고 오히려 국가주의적인 해결책
을 더 지지하고 있다 (Manaster， Greer, & Kleiber , 1985). 이것도 보수화경 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적어도 대학생들의 경우 1950년대는

보수적이었으나 1960년대와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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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급진적￡로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보수적무로되돌아 갔다. 그러나 1980
년대의 젊은이가 1950년대의 젊은이와 같은 정도로

보수화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상당수

의 학생들이 정치에 행동참여를 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s 性

먹는피염약은 1960년에 시판되기 시작했는데 1972년 현재 미국 30셰 이하부인의

33%

가 사용하고 있었다. 또 IUD는 당시 125萬명 의 부인이 사용했다. 이 런 피 임 약 또는 도구의

등장은 성생활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그것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임신의 우

려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그래도 결흔전의 여자의 임신은 상당한

수가 있

었다.

自 A의 여자와 黑A 여자에 따라 婚前雄娘(잣아이)의 추세는 다르다. 白 A의 경우

1950

년대에서 1960 년대까지는 흔전임신이 증가했오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黑人 여자의 경우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계속 증가일로에 있었다。

1971

년 현재료 흔전임신은 白 λ、여자의 20% 에 일어났고 黑人 여자에서는 58% 로 일어났다(미국

인구조사， 1974). 白人 여자에서 혼전임신이 1960년대

후반에 와서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피엄방법의 이용에 힘입은 것이라고 정작할 수 있다. 그러나 性行寫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
는 것이 다른 증거로 들어난다。

혼전임신의 1960년대 이후에 있어서의 증가추세는 성행위가 그만큼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암시 한다. 高校生을

대 상오로 한 연구는

1924년의 조사결과와

1979년의 조사결과를 비 교

하고 있는데 이 두 시기 사이에 女學生이 나가 자는 회수가 증가했고 또 여자가 용돈의 돈
벌이를 하는 회수도 극적오로 (9% 에서 40% 료; 남학생은

37%에서 45% 로 증가) 증가했다

(Bahr, 1980). 이것은 여학생의 행동패턴이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료 성관계를 갖기 쉬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다는 증거가 있다.

15歲에서

1970년대에 性行寫가 10代에

많이 일어냐고 있

19歲까지의 人口의 半이상(남자 700만명과

여자 400만명)이

성교블 한 것오로 냐타났다 (Zelnick
년대의

간접적 A

& Kantner

1977) 。

이런 숫자는 10년전의 10대보다 1970

10대가 훨씬 性的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性交를

하는

연령도

낮아져 서 15歲와 14歲 소년 소녀 중 性交를 해 본 수가- 150만명 (1970년대 중반) 이 나 되 었다。
또 1970년대 에 들어 와서 10대 父母가 급격 히 늘어 났다. 그래 서

teenage parenting이 란 사

회현상이 생겨났다. 1950 1건에는 16歲이하의 10대가 出塵을 하는 예가 19， 000건이 있었으나
1973년에는 그 수가 48， 000건오로 급증했다 (Gallas， 1980) 。 性에 관한 지식도 男女 모두 부
모에 델 의존하게 되었는데， 男學生에서는 천구의 중요성이 감소했￡나 女學生에게서는 오

히려 증가한 것우로 나타났다. 또 男女 다 같이 性지식의 원천 A로서 책의
했다.

중요성은 증가

이런 결과는 젊은 학생들이 父母의 영향을 첨차 떠나 책이나 동료들에게서 성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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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떤서 性은 과거의 애낳는 기능에서 벗어나 즐기기 위한 性오로 변모되
어 갔다. 그리 고 성 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結婚條件우로 등장했다. 1971 년의

갤럽

여론조사는 대학생의 66% 정도가 흔전성관계블 가진 일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젊은 층， 10대 초기와 10대 후기의 婚前학생층에서 性交가
1960년대 보다도 197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에 사람들 눈에 뜨이기 시작한 美國社會의 道德的 뚫落의

1950년대나

이것은 이마 1970년대 초

& World

일부였다. (U.S. News

Report, 1973. 3. 26)
1980 1건대에 들어와서 10대의 性活動은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 1980 1건대의

10대의 性활

동에 대한 직접적얀 통계는 없다. 그러나 전국 성경험자의 18% 밖에 차지하지 뭇하는 10대
가 전체婚外出盧의 46% 를 하지하고 전체 流옳의 31% 를 차지했다. 이런 숫자는 지난 10 1건
전의 숫자에 비해 18"'19歲의 女子-의 경우 33% 증가(婚外出塵)블， 그리고 14"-'17歲외 女子
의 경 우는 75% 증가를 냐타내 는 것 이 다. 이 런 증가추세 는 黑人여 자보다 白人여 자쪽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 19歲의 여자중 3分의 2, 즉 66% 정도가 성경험을 했는데 이들의

3분

의 l 만이 피 엄구를 정기적오로 사용한 것으로 나다났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1980 년대의
10대의 性활동은 1970년대에 비해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짐작할 수 있다. 도덕적인
도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19歲 이하의 女子의 임신의 80% 가 흔전임신이라는

문제
사실은

성도덕의 문란을 말해준다.

性에 대한 젊은이들에서의 개념은 1970 1건대초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는

증거가

있다.

여러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1930년대말에서 1960년대중반까지는 20대의 男子의

55% 와 女

子의 25% 가 婚前性交를 나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 나 1970년대 에 듭어 와서 는

男女의 차

이가 없어지고 1970년대 초반에는 73% 에셔 85% 선으로 되었다.

1980 년대에 들어가면 90%

수준오로 올라갈 전망이다 (Hopkins， 1977).

이제까지 본 결과를 요약하면 性交에 대한 태도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안정되어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초에 걸친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

흔전성관계를 용납하는 태도가 급증하고 흔전성교 또한 증가했다. 또 성교의 연령의

早期

化가 일어났다. 또 성의 표현형태가 개방적요로 되었다. 그리고 성은 즐기는 것이란

개념

& Greenblat ,

대한

이 정 착했 다. 또 다른 조사 (Aidala

대학생들의 관념의 변화를 1940년대말，

1986) 는 흔외 정 사와

혼전 성 관계 에

1950 년대말， 그리고 1980년대초에 걸쳐 볼 때 1940

년대와 1950년대에는 변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플어와서 훨씬

관용적무로(냐쁘지 않은

것오로) 보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4개행위중 婚外情事는 첫 두 시기에는 1位로 나쁜 짓
￡로 꼽혔우나 1983년에 와서는 5位로 떨어졌다. 婚前 f生關係는 첫 두시기에도 10位로 평가
되어 그리 나쁜것오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나 1983년에 와서는 다시 13位로 떨어져 더 관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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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음을 보였다. 이런 추세는 1980년대에 들어 올수록 더 나쁜 것오로 평가된 강도질이

나 공장의 환경오염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교시점을 1949년

1982년，

그리고

1983 년오로 참고 있는데 1958년과 1983년사이에는 25년간의 긴 기 간이 들어 있다，

따라서

1980년대에 생긴 변화가 그 25년간의 어느 시점에서 생긴 것인지 구별할 도리가 없다‘ 그러
나 여러 다른 증거들로 미루어 이 변화는 1960년대 후반과 1970'건대초에 얼어난

것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여러 분야에서 1950년대가 가장 도덕적￡로 염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려고 1950년대 전에는 또 도덕적오로 엄하지 않았었다. 예외는 강도
질과 흔외정사로 이들은 1930년대에도 나쁘게 간주되었었다。

흔전성관계는

1930 1건대에도

관용적으로 취급받던 것이므로 1980년대의 보다 관용적인 태도는 30년대로의 복귀를

의미

한다. 비 록 1950년대 가 최 근에 가장 도덕 적 이 었던 시 절 이 라고 하나 벌써 1952년객- 1955년에
의회가 음란자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을 보면 性의 해방을 조장하는 상황직조건이 이
미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음란자료의 문제는 멈춰적인

성격을 띈 것이므로

성행위 자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어떻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음란서적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 가 매 스콤의 따가운 주목을 받았었다. (Wilson 1973)

性의 형태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에 集團共同生活이 많아지면서 集團性交 (group

sex) 가 나오고， 부안 바꾸기 (wife swaping) 이 시 험 되 었고 또 同뾰愛가 공안되 게 되 었다@ 그
밖에 미국의 性道德의 趙落을 들어내는 것오로는 많지는 않지만 近親相짧，

어버이에 의한

자식의 강간 등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마. 縮婚 離婚 家蘇

美國에서는 1950년 이래 家族이 계속적으로 와해의 과정을 걷어왔다. 그것은 結婚率， 離

婚率， 缺慣家族率 등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核家族형태로 된 것은 塵業化가
난

1900 1건즘우로

끝

볼 수 있다 . 20세기초에 바로소 中流가정이 생겨 가정과 노동아 분리되고

가정이 휴식장소로 되었다。 夫奏간의

역할분담， 즉 남펀은 생계유지， 부양자가 되고 부인

은 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맡게 되었다。 이때 81 로소 아이는 보호받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 보게 되었다. 그 전에는 아이도 부인도 노동력의 일부료

간주되었을 뿐

이었다. 이렇게 中流가정의 형태가 정착함과 동시에 가정의 종래기능중 종교， 교육，
훈련 등은 가족 밖의 기관으로 이양되었다. 1900년 무렵에 핵가족이 정착한

것은

직업
그때의

가족크기에서 볼 수 있는데 3. 6명이었다. 1800년에는 이 숫자는 7.0명;으로 대가족이었음을
알수 있다.

먼저 結婚率의 변동을 보띤 1950 1건에는 1 ， 000명의 미혼녀중 90명이 결혼을
년에는 74명， 1970년에는 76멍，

그리고

1981년에는

64명이

결흔을

했는데 1960

했다 CD. S. News

&

￦orld Report , 1982.8.9. p.29). 이로 보아 결혼율이 1960 년부터 현격히 떨어졌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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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0년에 결흔율이 높다 하지만 二次大戰말기나

終戰直後에는 결흔율이 더 높았다.사

실 1944"-'48년 기간 동안의 결흔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는데
1932년의 것에 비해 거의 2倍나 되는 것이었다 (Gilbert，

1946년에

198 1). 終戰직후에

결흔율은

結婚이

이처럼

극적으로 높아졌던 이유는 전쟁중 결혼을 참아온 사람， 또 아이를 참아 온 사람들이
고 戰後의 생활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이 무렴에 미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은

많았

이룩했는데

1945년에서 1962 년 사이 GNP가 2倍로 증가했다). 1950 년의 높은 결흔율은 1946년의 추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본 결흔율의 추세를 보면 終戰과 더불어 상승했던

결혼

율이 195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1960년부터 강지-기 하락하여 1970년대로 안정세를 취하다가

1970년대말에 또한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1 년 현재의 결흔율은 1950년 수준의 3분
2에 불과하다。

離婚率도 終戰과 더불어 급증했다.

1942년에는 현 가족의 14% 가 이흔우로 붕괴되었￡나

1946년에는 18% 가 이흔을 했다. 그후 離婚率은 계속 하락하여 1950년에는 그 百分率이 10
%가 되었다. 그 후 몇년동안(1 960 1건까지) 이런 수준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 급

격히 상승하였다.

1960년에는 15세 이상 기혼여자 1 ， 000명당 9.2명이 이흔했 o 나 70년에는

15명 , 그리 고 1981년 (추정 ) 에 는 23명 무로 상승하였 다 (U.S. News

& World

Report , 1982.8.9.

p.27). 실 제 로 1978년에 기 흔녀 1 ， 000명 중 22명 이 이 혼했 다 (Levitin , 1979).

다른

의하면 이흔율은 실로 1920년부터 계속 증가일로에 있었다. 예외가

있다면

1940년대말과

동안 뿐인데 이 기간에는 이흔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

1950년대초로 이 짧은

자료에

나 전체적으로 이혼율은 계속 증가했다. 단기적무로 보면 1950년도의 낮은 이흔율에서 1960
년을 커첨 S로 새로운 증가추세가 시작되었다. 이런 새로운 이혼증가에 대해 어떤

오늘날의 결혼이 “결혼관계가 한평생 불변적부로 정해진다는 조건에 입각해 있지

학자는

않다”라

는 말 (Davis; 1972) 을 하게 만들었다. 이때의 이혼증가는 이혼법이 완화되었고 또 가치관변

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압박의 증대와 여자의 경제적 지위상승이 원인무로 지
적된다. 여자가 경제적인 힘을 갖춤으로써 남펀의 주도권이 없어진 것이다.

증가율 자체의 변동만 가지고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음미할 수 없다. 한

조사에 의

하면 1920년에는 결혼가족의 14% 가 이흔S로 파괴되었지만 1940년에는 17% 가

파괴되고，

1960년에는 25% 가， 그리고 1972년에는 자그만치 33% 가 이흔&로 파괴되었다. (U. S. News

& World Report , 1973.4.16. PP.71-73)
終戰직후의 높은 이혼율이 일단 떨어졌다가 다시 그 높이에 달한 것은 1970년경이다. 그
후 계속 이혼율은 상승해서 14歲이상 44歲까지의 女子 1, 000맹 인원무로 볼 때 1974년경의
이 혼자수는 1950년도

수준의 2倍로 늘어 났다 (Levinger， 1976). 1972년의 이 흔은

高소득층

보다는 低소득층에 높았다. 이는 이혼에 경제적인 압력이 한 이유가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U. S. News & World Report , 1973. 4~ 16

,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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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흔한 사람들은 1972년 현재 5명중 4맹이 재흔했다。 女子보다 男子의 재흔율이

높아서

1976 년 현재 女子는 4영중 3명이 재흔했는데 男子는 6명중 5명이 재흔했다 (Levinger， 1976).

이것은 남여의 재결합이 1970년대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 1963 년과 1973년 동안에 離婚女의 再婚率이 40% 나 상승했다는 사실에서도
수 있다 (U.S.

하는

News & World Report , 1973.4.16. pp.71-73).

바야흐로

Alvin

것이

이를 읽을
Toffier가 말

serial marriage형태가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결흔은 1970년대에 들어 새로

운 고비르 접어들었다.

1950 1건대의 결혼은 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결혼은

일시적이고시험적인 것이 되었다. 결흔관계에서는 책엄보다 快樂이 강조되게 되었다. Ami-

tai Etzioni는 “가족생활이 분기점에 왔다…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한

새롭고 적극적인 정의가 1970년대에 필요하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에 의

하면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혼율도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시 작으로 주목할만 하다.

이는 또 새로운

추세의

(Pittman , 1986)

結婚와 離婚의 통계는 그 자체가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結婚과
특히 離婚이 낳는 社會的연 결과가 美國民의 家處과 子女에 대 한 가치 관을 시 사하는 것 이 다。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에는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1957년에는 3.8

명의 자녀블 갖기플 원했오나 1972년에는 그 숫자가 2. 1 명￡로 줄었다. 이는

자녁의 양육

부담이 커지고 특히 자녀의 대학교육지원 비용이 상당히 증대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은 1960년대에 나타났는데 그때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

것은 終戰직후의 소위 babyboom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이것의 전부가 아이의 료、避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앞서 본 대로 피임도구가 이 무렵에 일반에게

시판되

었다. 그러나 아이를 원치 않는 사조가 높아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1967년 14"-'18歲 부
인들 100 t녕중 1 명이 無子女블 원했는데 1972년에는 100명중 4명이 無子女를 원했다.

O 또는

l子女블 원하는 부인의 수가 지난 5년간(1 967년이래)

80% 나

증가했다(U. S.

또한

News

& WorldReport , 1973.4.16. pp.71-73). 이를 보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젊은 기흔녀들 사
이에서 無子女블 원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풍조가 젊은층에

한정

된 것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1978년에 행해진 5만명의 부모를

대상 o 로 한 조사에서 70%

가 다시 산다면 아이를 갖지

질제 가족크기의

않겠다고 대 탑했다 (Starr，

1986).

추이로 보

면 아이를 적게 가지려는 경향은 1970년대보다도 198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해졌다는 심증
을 굳히게 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50년이래 가족크기는 3.54(1950) , 3.69(1960) ,

(1 970) , 그리 고 3.28 (1 980) 로 변해 왔다(U. S. News & World Report , 1982.8.9.

3.58

p.27). 물

론 1980년에 와서의 가족크기의 축소는 단순히 아이를 원치 않는 경향만이 아니라

파손된

가족의 증가블 반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1960년에 한 기 혼 여 자 1, 000명 당 3. 7명 의 아이 를

낳았는데 1976년에 는 1. 8명 의 아이 밖에

16
낳지

美

國

용흥

‘

않았다 (Levitin，

1979).

이 상의 종거 에 의 하면 자녀 를 갖지 않a 려는 태도는 1960 1건대

에 일기시작하여 1970년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고 아마도 1980년대에도 더욱 심화되는 추세
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젊은 부부에 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아이갖기를
라고 묻고 있 다.

싫어하니 어디에 미래가 있는가?"

(Hardwick , 1978, p. 11)

196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 작한 이 혼율이 1970년대 블 들어 설 때 는 終戰직 후의 높은 수
준에 달하고 계속 상승하였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래서 전쟁도 겪지 않은 사회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이혼율을보고 1970 1건대 초에는 이미 “家族의

죽음%이란 말이

나다나가 시작했다.

20세기 초반에 정착한 랙가족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핵가족에 자란 1960년대의
들이 새로운 가족형태를 시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가족의

붕괴가

이것은 1900년경 都市化가 일어날때 “가족의 소멸”의 소리가 나온 후 두번째

젊은이

일어났다‘
겪는 가족붕

괴의 경고이다. 지금은 단지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점이 다르다. 가족의 붕괴현상도 젊

은층의 가치관이 젊은 기흔세대로 週流해서 얼어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결국 당시 40대의

부부듭에게까지 파급되어 갔다. 이런 가족붕괴의 이면에는 女權신장과 女子의
의 진출이 크게 작용했다. 1970년대초에

여자가 밖으로 나와 가정수입에

가정밖부로
。 101

20대기혼여의 40 ，-....， 50% 가 직장에 다니고

공현하면서 남펀이

λλ/λ

,-L

-1

집 안일을 거들게 됐다. 양쪽이 접안일

을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역할분담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그리하여 물이 다 칩안일을
귀찮게 여기게 되 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이 큰 부담으로 등-장했다. 아이를 탁아소
에 말기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자가 가정밖으로 나가 직장에 일하게 된 것은
中 군수공장에

나갈때도 있었다.

二次大戰

1945년 당시 여자의 50% 가 비행커공장과 같은 군산업에

종사했다. 終戰직후 여자의 75% 가 계속 직장에 나가걸 희망했었다.

(Gilbert , 198 1)

기흔여성이 직장 갖는 것에 대한 태도는 1950년에는 不贊쪽으로 기울었으나(특히 여자측

에 서 78% 가 반대 , 남자는 43% 가 반대 ) 1971년에 는 남자는 불과 9% 정 도가 만대 하고 여 자
는‘2% 정가 반대했다. 그런데 1982년에는 남자는 0% 가 반대하고 여자는 1. 5% 정도가 반대
했다. 이로 보아 1980년대에 들어올수록 기혼여자의 취엽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을 알 수 있 다.

(Manaster, Greer,

& Kleiber, 1985)

1930년대말이나 1940 년대초까지 미국의 시민들은 그전보다도 가족과 같은 전통적 제도에
오히려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929년에 시작된 공황의 여파는 1939년까지 계속

되었는데 그 결과 미국민은 가족을 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실험이나 모험보다는
안정 (security) 를 중시하게 되었다. 당시 성안의 55% 가-엠픔이 낮아도 안전한 직장을 지키
겠다고 대탑했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초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족을 경시하
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시헝해보기 시착한 것이다.

1945년 당시만 해도 가족에 대한 태도는 보수적이었다. 갤럼여론조사에서는 이혼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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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法에 대해 찬성이 35% ,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31% 였다.

또 그 당시 분위기

로는 여자가 사무실에서 짧온 바지를 입고 일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에는

가족지상주의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여자는 정치가나 시인이 되기보다는 안락한

중류

가정의 主歸로 지나는 것을 이상오로 여겼다。 여자는 모두 결흔해야되는 것￡로 생각했다.
그러냐 1960년대초부터 피임방법등이 개발 보급되면서 여자에 대한 보수적인 태오가

기 시작했다.

변하

1960년대의 문화혁명이 이에 크게 기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 무렵

Betty Friedan과 같은 작가는 희생적오로 가정을 돌보는

여자의 보람이

女뾰의

神話 (the

feminine mystique) 라고 공격 했 다。 이 런 신화때 문에 직 장갖은 여 자나 마 흔녀 가 죄 책 감을 느
낀다는 것이다. 그려나 이런 공격은 직업여성이나 미흔녀생활을 합리화하기
1960년대부터

밖에서 일을 하는 부인의

여자의 취업률은
다-Norton &

각각 26% 와

數가 증가하고(1 950 1건과 1970 1건에

47% 였다。 25"'-'29歲층에서는

위한 것이다。
20"'24歲 기혼

취업률이 각각 22% 와 38% 였

Glaick, 1976) 이흔의 수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에 불

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핵가족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父權의 후퇴， 가족가치의 후퇴， 자녀

양육가치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시험해보려는 모험심이 발
동되었다g

안정의

가치가 아니라 모험의

가치가 얼마간 되살아난 것이다. 모험 내지

(實驗)의 가치는 미국만의 의식속에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것이다. 19세기
사회는 物理學과 心理學의 -말전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둘이 다 안간

실험

말에 마국

언어논리와

감각의

제한성을 보여주었다。 1920 1건대의 물리학 발전은 인간의 상식으루는 자연을 이해하는데 부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섬리학 측면에서는

William James(1890) 의 책이 인간은 합려적

언 존재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밝혀주었다。 1920년 대에 미국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들어왔는데 이는 마침 도시산업사회로 진행중인 미국사회에 생긴 성에 대한 대담한 추구경
향을 옹호하는 것무르 받아들여져 유행했다.

유릎 부여하며，

이것은 (1) 성을 개방시키고，

(2) 여자에 자

(3) 안간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효과블 냈다. 같은 무렵 行動主義의 주창자

연 심리학자 Watson의 입장도 인기블 끌았다‘ 그는 意識을 종교나 신화나 다른 첼信과 다

픔없는 망상으료 보았다.

이 두 섬리학자의 영향으료 1920년 이후 미국에는 自己愁求充足에

대한 신념 1 ↑生관제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高度消費態度， 외상오로 사는 태도(이상 프로이
드 영향) , 육아에 있어서의 허용적 태도(프로이드와 왔슨) , 그리고

실험적

비국문화속에 잦아듣게 되었다。 실험에 의한 문제해결은 물론 물리학에서도

태도(핫슨)가

배운 것이다.

1970년대에 나온 새로운 생활방식의 탐색은 이 실험정신의 부흥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바. 非行 藥物使用 ê 殺

미국고교교육은 1980 1건대에 틀아와 큰 시련을 겪고 있는례 그것은 무단결석이나

무단이

18

美

國

學

탈이 다. 뉴욕시 의 경 우 하루 6 ，-...， 10만명 의 학생 들이 학교를 무단이 탈한다. (Starr, 1986)
;:E 학교의 8% 가 학생이 휘두르는 폭력에 시달린다.

1986년 5월 조사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사 20명중 1명꼴로 지난 1 년간 학생￡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2， 500명의 교사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런 추세료 보아 이미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학생
들응 교사를 본받아야할 사람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수 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미국은 학교롤 어른들이 일하고 여가를 즐기게 해주거 위해 말썽꾸려기

아이들을 보

호 감금하는 곳우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하나의

큰

사회적 문제는 약물의 남용이다. 1970 1건대에 광범위하게 번진

국민학교 학생들 사이에까지 이 해독이 뻗혔지만

마약사용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것의 사용이 일

단 증가추세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일년간 사용한 학생의 백분율이 1979년과 1983년
에 각각 54% 와 49% 였다. 지난 1개월간에 사용해본 학생의 백분율은 각각 39% 와

32% 였

다. 고교재학중 한번이라도 마약을 경험해본 학생의 백분율은 66% 록서 이는 선진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 라 한다.
마리화나를 현재 사용하는(지난 1개월) 학생은 1979년과 1983년에 각각

37% 와

역시 감소추세를 보인다， 매일 사용하는 학생 은 각각 12% 와 6% 였다. 1 년중에

27% 로

경험해본

학생수는 각각 51% 와 42% 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면서도 마리화나를

정기적무로 피우는 것은 1983년에 전반적우로 (83% 가) 반대했다. 1986년

현재 약물에 대

한 경각심이 늘어가고 있는 것응 다른 동계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1986) ， 고교졸업반의
75% 가 마리화나를 위험한 약물로 보고 있는데 1978년에는 불과 25% 만이 그렇게 보았었다
(Time , 1986. 9. 15). 마리 화나의 고교생 층에 서 의 사용도 줄어 들어 가는 추셰 이 다. 1986년의
사용수준은 1978년 수준의 半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마리화나를 포함한 약물남용은 1976 년을 고바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약

물의 종류에 따라 추세가 조금씩 다르다. 헤로인은 1970년경의 수준에 고정되어 있지만 젊
은층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즉 현사용자는 나이들어가고
케 인 사용은 1979년수준에

안정되어 있무냐

감소경향은 보이고 있지

있다.

코

않다。 즉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있는 약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마리화나나 다른 것과 달라 냄새가 나지 않고
다만 기분을 상승시키므로 무한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코케인은 이렇게

일을 하려는

욕구와 동시에 자기충족을 얻￡려는 욕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것이다. 물

본 이것은 전통적인 일의 가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 런 가치와 자기만족(즐기
려는)의 가치가 갈등을 벨이고 있는 것이다。 마리화나는 1960년대에 먼지기 시작했는데 그

것도 단지 향락을 위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父母에 반항하고，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고
越南戰이 부도덕하다고 믿고 있던 젊은 세대에 正體感과 유대감을 주는 역할을 했었다. 또

캄각체험을 최대한으로 얻무려는 당시의 反文化的 가치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했다. 약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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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미국민이

개척시절(가령 1870년 경에) 이미

보인 음주습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고 봐야 한다. 당시 고된 개척생활로 인해 모든 사람-목사， 선생， 여자-이 술을 애용했
었다.

自殺이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1960년에 는 인구 10만명 당 5.2명 이 자살했오나 1980
년에는 12. 3명이 자살했다. 이 증가는 또 白人남자쪽의 증가에 기인한다. 1958년 이후부터
보면 10代자살은 3倍가 늘었다(U. S. News

& World

Report , 1986.3.3 1. p.66). 1980 1건은

15"'24歲層의 자살수가 다른 층보다 오히려 상대적오로 더 많아진 해이기도 하다。 이 연령
층의 자살은 노인층의 자살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Starr， 1986).

이렇게 젊은층의

자살이

높아지는 것은 가족붕괴에서 오는 우울감과 빠른 사회이동에서 오는 단절감이 원인인 것￡
로 진단되고 있다. 자살은 대체료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것우로 알려져 있다.
교육환경 이 나빠져 도 자살은 증가한다。 (Lester，

3.

멜

또

1985)

는

말

19세기 말에 미국사회에는 일의 가치， 개인주의의 가치， 실용주의의 가치， 협동정신， 형
식을 무시하는 경향， 민주주의적 가치 등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료 정착했다.

大戰을 겪은 후， 그리고 특히 越南戰에

그러나 二次

휘말리면서 일어난 60년대의 반항운동을 거치면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는 많은 변화가 왔다. 어떤 이는 이것을 質的인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과거 의 가치체 계 와 다른 생 활양식 과 사고방식 이 젊고 敎育받은

층오료부터

생겨나왔다.

이 반항은 父母， 家族， 政府， 그리고

國家의 이상 모든 것에 대한 비판과 항거였다.

이

런 항거의 일부는 약물문화의 대두를 수반했다.

1960년대에 나온 새로운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속에는 전통적인 일의 가치의 후회를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시사

道具的 f直價 대신 소위 表現的 價f直가 대두된 것은， 즉 觀照、

的 生活態度와 感覺經驗의 극대 화에 대 한 관심 등은 實質實用主義의 퇴 색 을

A間關係가 중시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900년대 都市化루

일차적

드러 낸 다. 또

가족관계가

위협받을

때 있었던 현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Á間關係와 남을 돕는 일에 대한 관섬은

개 인의 출세 를 중요시 하는 個人王義의 후퇴 를 의 미 한다. 이 런

변화들은 전통가치

핵심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우로 직접 위협을 받지 않은

협동정신， 형식을

것은

경향，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이다. 새로운 표현적 가치는

중에 서
우시하는

협동정신과 일맥 • 상통하는 것

이나 옛날의 협동정신이 펼요에 직면한 사람들끼리의 협동이었지만

60년대에 강조되는 정

신은 사회의 正義를 실현하려는， 즉 사회에 의해 버럼받은， 또는 차별받는 층을 돕자는 것
이 핵이 되고 있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진정한 의미있는 순수한

인간관계를 맺자는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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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人本王義的인 관심이 깔려있다. 새로운 가치에는 民主主義에 대한 가치가
있우냐 60년대에 들어와 강조된 것은 民王主義의 가치속에서의

그대로 남아

自由가 아니라 平等의 가치

였다.

이런 움직임은 마치 19세기 말에 있었던 미국의 자신감이 넘칠 때 나타난 세계를 구하려
던 개혁정신이 내부의 개헥무로 향해진 것과 흡사하다. 60년대와

70년대초의 일련의 사건

이 미국 국민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층의 미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손상시컸고 그것

이 내부개혁의 힘무로 분출한 것이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의 반항은

명이 되지 않는다. 왜 우제한한

그것만오로는 절

캄각의 추구와 같은 경향이 생겨났는지， 왜 새 세대가 마

약에 문을 뜨고 새로운 생활방식의 시힘을

시작했는지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 해답

은 두번째 요소인 미 국 사회 의 풍요로운 환경 과 고학력 층의 양산에 서 찾아야 한다. 그 당시
에도 풍요는 미국인 전부에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는 학부학생이나 대학원

생들의 가정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풍요로운 생활은 젊은이나
옛날에 있었던 힘든 일이나 도전을 앗아갔다e

그들의 부요의 생활에서

젊은이들에게 그들 父母세대의

물질지향적이고 인간미가 없고 낭비적무후 보였을 것이다.

생활이 너무

또 60년대와 70년대초에

결쳐

대학생수가 대폭 증가랬는데 이것은 미국정부가 소련에 뒤진 학문수준을 높이기 위해 취한

일련의 교육개혁의 일환우로 옹 것이다.
대학에는 조용한 학명이 일어났다.

60년대 중반에는 미연방정부의

지원우로 미국의

학생수만이 아니라 교육시설투자도 배가되었다. 이 결

과에 의한 대학원생의 급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정확한 자료는 없우나 대학원생이

곱증했고 60년대의 움직임의 상당부분은 대학원생들이 주도한 것이다. 학력이 높은 층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욕구블 강조하게 마련이다. 그들이 풍요한 가정배경을 갖고 있을 돼

는 득히 그릴 것이다. 그래서 社會正義가

강조되고 또 道具的 價f直 대신에

自꿇寶現을 포

함히-는 表現的 價f直만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어떤 변에서 60년대의 반항은 物價的인 면만
아니라 精神的￡르도 美國社會가 成熟했기 때문에 냐다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로 말해 풍요로와진 미국사희에서 일의 가치료 대표되는 일의 倫理는 이제는
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不安과 恐佈블 간직한 채 맹목적우료 경쟁해야

단적오

부적절한 것

하는데서 오는 人

웹性 흙廢化現象이 어느 때 보다도 不合理한 것오로 보이게 된 것이다.

70년대에 블어와 가족의 가치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와 함께 자식의 가치도 상당히 후퇴
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여성의 직장 진촌과 고학력화로 빚어진 것이다.

19세기 말에 미국

전통가치의 하나로 안정되었던 白人男性優位는 60년대블 거쳐 70년대에 들어오는

당히 사라진듯이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60년대의
다. 19세기말에

반항이 미쳐 예견 못했먼

동안 상

것들이

가족의 소별을 우려하게 했던 도시화가 있었지만 1970년대에 와서 질제료

가족의 붕괴를 대량우료

보게 된 것이다. 또 19세기 말과 같이 천애 (affilia tion) 의

상승하였다. 어떻든 20세기 초에 확렴된 전통적 핵가족이 무너지고 새후운

욕구가

남녀간의 생활

21
형태가 시험되게 되었다. 이 요든 변화는 여성이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다. 또 70년대가 보여준 여러 실험들은 19세기말에 나타난

빚어진

것아

미국전통의 실험정신의 건재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요면서 美國民의 가치관은 保守的인 경향을 매기 시작했다. 그것윤 정치적
태도에서도 그렇고 남녀 관계나 아이의 양육의

변에서도 그렇다.

정치태도면에서

80년대

의 젊은이는 70년대나 60년대의 젊은이들보다 럴 左碩化되어 있고 보다 國牌的요로 되어가
고있다。
겨났다。

대학전공선택에서는 보다 직업적인
이 것은 1930년대 공황직 후인

1930 1건대

안정을 보장하는 전공을 택하는 경향아 생
와 1950년대 에 고조되 었던 安定의 가치 가 또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아이를 지키려는 경향과 마약을
향이 새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성이나 가족에 대한 보수화

경계하는 경

경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

고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해서 몇가지 사실에 언급해 둘 펄요가 있다. 60년대와

70 1건대의

미국의 학생반항이 부유한 충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주목할만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60년대1
부터 일어난 학생데모는 대체로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들이 주동이 된 것￡로 얄려

져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는 학생의 데모와 같은
주도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항거운동이 반도시

가난한 학생들악

확인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나 80

년대에 들어와셔 우리나라의 학생운동도 그전과 양상을 달리해서 이제는 중층의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점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70년대에 미국에는 家族의 붕괴가 광범하게 일어났음을 보았다. 이런 현상은

女性이 경

제력을 갖게 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여자들의

대량 사회진출을 유도하게 되면 미국에서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여성의 진출은 상당한 규모로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나라의 여성의 직장
진출이 미국에서 일어난 가족붕괴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때 고려점은
한국인에게서는 미국인에서 보이는 실험정신의 전통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실험정
신이 없이는 급진적인 생활양식의 ?실험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커 때문이다.
80 1건대에 미국민의 가치관이 보수화 추세를 보이기

시착했는데 이런 보수화 추세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각기

관련이 없을지 모르나 우리나라 청소

년들이 해방후 처음￡로 西歐化에의 방향과는 달리 척어도

부모와 윗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전통적인 존경의 방향우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車 ， 1985).

경우 이미 1979년 무렵에는 냐타난 것이며 80년대초에 나타난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의

友愛의 가치의 상승과 함께

새로운 추세로 등장하고 있다。 점리학적오로 友愛의 가치는 親和愁求를 의미한다。
끝우로 美國의 가치관이 우리나라의

가치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다. 미국

의 가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가치관에 마친 영향중 가장 뚜렷한 것은 40년대 후반과 50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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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쳐 심어 놓은 自由의 가치이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다른 부분가치도 심어졌을 것

이나 그리 깊게 심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평등의 가치도 흡수했을

것이나 그것이

크게 국민의 가치 로 등장한 것은 70 1건대 에 와서 였다(車 ， 1985). 60년대 에 는 自立과 動敏의

가치가 특히 대두되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일의 가치를 얼마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일의 가치는 日帝下에서도 어느 정도 심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고조된 自立과
動敏의 가치의 주된

원인은

6-25동란이 몰고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50년대에 돈， 권

력， 지위에 대한 가치가 크게 등장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 個A主義的 가치를 반영한
다기 보다는 역시 動홉L의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리나라가 미국에서

받아들인 가치 는 自 由와 平等 등 민주주의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가치 들과

그렇게 보면 우
아마도 일의 가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결론이다. 그 많은 美國의

文物에

접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고유의 가치와 생활초건 때문이거나 또는 일반대중 美國文化를 깊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나간에 미국의 잔통가치블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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