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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좁少年 f言찮體系으I"'構造的 {則面에 관한 짧究*

1. 序 論

李 ;供 雨

理論的인 측면에서 보면， 本짧究는 Rokeach (1960)가 發展시킨 “獨斷性" (Dogmatism) , 또

는 그 反對의 心理狀態를 가려키는 “開放된 信念體系”블 넓게 合理↑生(rationality)이라는 擺

念과 관련지어 再解釋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試圖는 獨斷性 理論 자체의

發展을 위해서 요청될 뿐만 아니라， 現‘社會가 당변하고 있는 敎펄 寶際에 비추어서도 요청

된다.

Rokeach의 昭究는， “權威主義的 퍼스낼 리 티 (authoritarian personality)의 一般化된 理論”

을 定立하는 데에 目的을 두었다고 그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명백'8"1 Adorno 등(1950)의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터」 昭究에 기초를 둔 것이지만， Adorno 룡의 鼎究가 나타내고 있는

精神分析學的 接近에서 벗어나서， 이데올로기와 認知와 퍼스낼리터블 包括하는 넓은 搬念

즈ζ로서 의 “信;念體系”를 다루었다. 信念體系는 “-般化된 認知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며， 따

라서 Rokeach의 흉다究는 Adorno등이 權威主義的 퍼스낼 리 티 라고 부른 精神分析學的 防짧機

制 (defense mechanism)를 個A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認知的 組織오로 설명하고자 한 짧

究라고 볼 수 있다.

-般化펀 認知狀態로서의 信念體系는 분명 히 한 특정한 文化團 안에서 個λ、이 學習한 結

果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묘로 權威主義的 퍼스낼 리 티 나 獨斷↑生올 育兒方式 내지

敎育과 관련지어 보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Adorno 등은 그들의 陽究에서 權威主義

的 퍼스낼리터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부모들에 대한 염격하고 절대적인 服從”

을 캉조하는 育兒方式이라고 보고， 이러한 育兒方式은 敎育의 水準이 낮은 勞動階層의 지

배적언 합兒方式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보면， 權威主義的 펴스낼리터는 敎育의 水準

이 낮은 狀態플 가리키며， 또 그 狀態에서 영향을 받고자란 狀態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Rokeach의 “獨斷性”은， Ehrlich 동(1969)과 Vacchiano 등(1969)에 의하여 職觀된 바와 같

이， 學習， 對A關係，、 適應 行動， 知覺， 問題解決 등 얘러 가지 行動과 관련되어 광뱀하게

짧究되 었다. 이 러 한 昭究에서 짧究者둡은 獨斷性을 주로 그 測定 道貝인 “獨斷性 R度”

* 本論文은 1975年度 용흉學協同財團 맑究費에 의 한 隔究의 結果 報告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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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ale)에 의하여 일종의 ι힘裝觀念，j (package concept)오로 취급하고， 그렇게 “包裝”된 獨

斷{生을 앞에 열거된 行動의 여러가지 指標와 관련짓는 방법쓸 취하였다. 이때까지 獨斷性

과 관련지어 맑究된 變因중에는 그 先行條件￡로서 “父母와 子女의 關係”라는 것도 포함되

어 있다. 사실상 父母와 子女의 關係가 개인의 獨斷性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Rokeach의 理論에 論理的오로 含意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종래의 昭究는 그

論理的 含意에 대한 實證的 證據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戰觀者중의 한 사람

은， “父母와 子女의 關係가 獨斷的 펴스낼리 l'-1를 形成하는 具體的인 過程(dynamics) "은 아

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 장차 그것을 밝히는 댐究가 요청된다고 하고 있다(Vacchiano

et at., p, 269). 이 말은 獨斷性 理論의 發展을 위해서는 獨斷性을 주로 “包裝離念”으로 사

용하는 종래의 陽究 碩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理論的 構案(paradigm)윤 모색할 펄요가

있다는 Ehrlich 등의 提議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 다.

父母와 子女의 關係로 말미암아 獨斷的 퍼스낼리터가 形成되는 貝體的인 過程을 밝혀야

한다는 요청은 아마 쫓當한 요청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부모들에 대한 엄격하고

절대 적 언 服從을 강조하는 育兒方式에 의 하여 權威主義的 퍼스낼리 l'-j가 形成되는 過程에 관

해서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려나그 過程을 貝體的으로 밝히는 方法은 무엇인

가? 예컨대 父母와 子女의 關係가 獨斷的 퍼스낼리l'-]를 形成한다는 것은 父母가 子女와의

關係에서 “獨斷的으로” 行動한다는 뜻이며， 그 영향을 받아 子女가 마찬가지 方式오로 行

動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점은 權威主義的 퍼스낼려티의 形成에 관한 Aordno

등의 見解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백하다. “부모들에 대한 엄격하고 절대적인 服從”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育兒한다는 것은 곧 부모가 子女를 “權威主義的으로” 育兒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고 하면 父母와 子女의 關係로 말마 암아 獨斷的인 퍼스낼 리 터 가 形밟되는 貝

體的인 過程을 밝히는 方法은 곧 獨斷的인 퍼스낼려티가 表現되는 樣相을 더욱 貝體的으로

파악하는 方法이 라고 보아야 할 것 이 다(李供雨 등， 1973).

여기서 우리는 獨斷性의 觀念을 合理性과 관련지어 再解釋할 理論的 必몇에 직면한다.

合理性은 Rokeach가 構念한 獨斷性 내 지 開放된 信念體系보다는 훨씬 知識이 나 知的 發達，

또는 그것을 01끌기 위한 활동오로서의 敎育과 직접적오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合理性

은 Rokeach의 獨斷性 理論에 論理的오로 含意되 어 있기 는 하지 만， 아직 까지 그 두 擺念

사이의 關聯을 明白하게 도려내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獨斷{生 理論。l 당

면하고 있는 理論的 “막다른 길”을 打開하는 데 뿐만 아니 라， 敎춤과 合理性 사이의 必然

的 關係(Dearden et at.‘ 1972, 李洪雨， 1973) 에 비추커 보면， 敎룸活動의 本質을 理解하고

그것을 實錢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獨斷性을 合理性의 擺念과 관련지어 再解釋하는 일은 또한 오늘날 社會現實

이 나타내고 있는 敎育 問題에 비추어서도 중요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래에 와서 “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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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育”의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싶은 오늪날 敎育에 某種의 곰슨/카'?l 문제가 있음을 암

시하고 있다. 敎育야 하는 얼은 여러가지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敎띔은 반도시 학생블의

觀點과 態度 또는 思考方式에 持續的인 영향을 미침￡로써 보다 完成된 人間이 되도록 하

는 目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만에서 價個있는 變化를 招來하지 못하는 敎育은

그 意義를 喪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A間敎育”의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

질은 바로 이 면에서 敎育의 效果가疑問視되고 있음플 보여 주는 간섞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만약 “A間敎育”의 不tE가 문제시된다면， 이에 따라 당연허 제기되는 절문은 오늘날 “人

聞敎育”의 不在가 구체적으로 좁少年 行動의 어떤 측면을 가리키는가， 또는 敎育이 영향을

며치고자 하는 “觀點과 態度” 또는 “忠考方式”이라는 것이 춤少年 行動에 구치l적으로 어떻

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위에서 말한 敎育의 目的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해

탑되어야 할 문제이다. 敎育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思考方式이 좁少年들의 行動에서 확

인되지 않는 한， 그것에 영향을 주기 위한 敎育的 方案을 수립하는 일은 論理的으로 불가

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人間敎育”의 寶現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흔히 개단

하는 바， “A間敎育”의 不在라는 것이 오늘날 좁少年 行勳의 어 떤 特性을 가리 키는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Adorno 등의 “權威主議的 퍼스낼리터”나 Rokeach의 “信念體系”는

모두 敎育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觀點과 態度”를 나타내는 心理學的 變因이 다. 그러묘로

오늘날 敎育은 그것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A間敎育”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돼究에서 충분히 示俊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근래 分析되고 있는 敎育과 合理性과의

關聯은 그 示埈를 더욱 직접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本 昭究가 理論的인 측면으로 보아 현재 獨斷{生 理論이 당면하고 있는 理論的 難關을 打

開하고 또 實際的인 측면으로 보아 人間敎育의 實際的 方案을 수립하는 데 基廳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假定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假定은 이마 Rokeach의 없究에

커초가 되어 있는 假定이다. 첫째로， 한 개인의 특정적인 觀點으로서의 信念體系는 그 構

造的 {J\ij面 (structural aspect)부로 보다 意味있게 把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構造的

{則面이 라고 하는 것은 實質的 또는 內容的 測面(substantial aspect)에 對比되는 말이 다. 말

하자연 한 개인의 特性은 그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그 믿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

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오로 보다 의비 있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위와

같이 構造的 測面에서 定義펼 때 信念體系는 흔히 퍼스낼려티라든지 態度라고 불리우는 情

意的 特性도 포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情意、的 特性은 개인이 어떤 특정한 信念內容을 믿

는 “方法”의 특정을 지적하는 것ξ로 볼 수 있다. Rokeach의 表現을 벨면， 그것은 “認知의

情縮的 對應物" (p . 8) 이 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本핍究는 “人間敎育”의 싶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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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좁少年 信念體系의 構造的 測面을 分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本핍究에서 해납

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信念體系의 構造的 測面을 記述하는 搬念的 道貝는 우엇인가 ?

2. 韓國 좁少年의 信念體系는 그 構造的 測面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칭을 가지고 있는

가?

3. 本짧究의 結果로 장차 信念體系에 관한 理論的 댐究나 춤少年 指導 및 敎育의 實際에

관하여 어떤 提議를 할 수 있는가?

n. 信念體系에 관한 理論

여 기 서는 信念體系에 관계 되는 理論으로서 Adorno 등의 隔究와 Rokeach의 昭究를 고찰하

겠다. 그 目的은 1)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티나 獨斷性과 같이 일반적으로 情意的 特性으로

알려 져 있는 心理的 特性을 認知的 觀點에서 解釋할 가능성을 模索하는 것과 2) 信念體系

를 記述할 수 있는 職念模型을 시사받는 것， 그리고 3) 信念體系와 敎育과의 關聯을 探索

하는 것의 세 가지이다.

1. Adorno등의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티」

權威主義的 퍼스낼리 ~l 돼究는 나치의 追害로 부터 미국으로 망명한 觸太系 心理學者틀

이 獨太A 追害의 心理흘 分析하고자 한 데서 비훗되었다. 이 陽究는 R度， 面談， 投射法

등 다양한 方法을 써서 연인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연구이다. 짧究者들은

먼저 “反觸太主義”의 心理的 機制플 조사하기 위하여 52 항목으로 된 A-SR，度(Anti-Semitism

Scale)를 제작하였다. “反獨太主義”는 “유태인이란 휘험하고 非道德的이며 다른 사람들과

質的오로 다르다는 식의 常套的인 否定的 見解와， 소위 ‘유태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

로서 , 유태 인에 대 한 制限， 除外， 내 지 뼈I壓策이 강구되 어 야 한다는 態度" (p . 71)로 定義되

었고， 따라서 A-SR，度의 항목에는 유태인이란 1) 기분 나쁘다， 2) 위험하다， 3) 다도되어

야 한다， 4) 격리를 요한다， 5) 남의 영역을 첨범하는 경향이 있다는 식의， 다섯 가지 종

류의 항목이 포함되 어 있다.

없究를 하는 동얀에 陽究者들은 反觸太主義라는 것이 한 個A의 마음 속에 따로 떨어져

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特性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SR，度에서 한 개인이 받는 점수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A種이 나 集團에 대한 偏見융 뼈Ij定하는 ER度(Ethnocentricism Scale)의

접수나， 政治的 빛 經濟的 保守主義 정도를 측정하는 PECR度(Polit ical and Economic

Conservative Scale)의 점수， 그리고 “濟在的 非民主主義的 碩向”올 측정하는 FR度(Fascism

Scale, 이것을 이 昭究가 수행된 大學名을 따서 California F-Scale 이 라고 부른다)의 점수와

높은 相關을 보였다. (A·S와 F의 相關은 .75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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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터」 陽究는 Roger Brown (l965, p, 480)이 말한 바와 같이

Sartre가 「反續太A과 狼太AJ이라는 책에서 제기한 질문， 즉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펀，

선량한市民， 敎養이 높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시에 反觸太主義者일 수 있는가? 낚시

질을 좋아하고 戀愛를 즐기고 宗敎 問題에 관용을 가지고 있고 중앙 아프리카 黑λ、들의 生

活相에 동정융 느끼면서 동시에 輪太λ、을 증오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否定的인 대탑을

제시하고 있다. 獨太A에 대한 偏見은 일반적인 A種偏見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전체 퍼

스낼리티의 한 特珠的 表現이 다. 이 퍼스낼리티를 昭究者들은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터”라고

불렀고， FR度는 權威主義的 퍼스낼리 "-1블 測定하는 R度이 다 FR度는 9가지 훨因으로

구성되 어 있다. 즉，1) 慣例適守， 2) 權威主義的 服從， 3) 權威主義的 攻擊， 4) 主觀的 感

情과 想像의 배 격 , 5) 迷信 내 지 常套的 思考， 6) 權力에의 執휩， 7) 破壞性 및 A間否定，

8) 投射， 9) ↑生에 대한 關心이 그것이다.

冊究者들은 FR度에 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과 낮은 접수를 받은 사람들의 背景，

投射 反應 및 面談 結果를 分析하였다. 그 結果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權威主義的

퍼스낼리 "-1는 엄격하고 강압적인 힘I I育方式을 ξ는 부모 아래에서 자랄 해 생긴다. 이런 부

모는 자녀가 무조건 복종할 때에만 온청을 베풀고， 家族關係에 있어서 相互愛情보다는 義
\\

務를 더 캉조한다. 이런 부모는 對A關係에서 地位나 權勢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地位

가 낮은 사람둡을 경멸하고 착취하는 경향이 있다. 엄격하고 獨斷的인 부모의 權威에 무조

건 복종하도록 강요당한 결과， 자녀는 부모에게 더욱 더 의존하게 되고 그 權威에 挑戰할

수 없게 펀다.

그와 동시에 자녀는 부모의 엄격한 힘II育 때문에 부모에게 敵對感을 품게 되지만，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이 敵對感을 柳壓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聊壓된 敵對感은 여러가지 형

태의 心理機制로 表現된다.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權威와 자기를 同一視하게 하고

그 權威블 理想化하게 하며， 부모에게 대한 敵對感을 대개의 경우 자기보다 낮은 地位블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轉位하도록 한다. 그와 동시에 자녀는 때壓된 敵對感을 다른 사람들

에게 投射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敵對感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타

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硬直된 퍼스낼려"-j， 常套的 思考， 慣例에서 벗어나는 價

{直觀과 行動에 대 한 道德君子然한 J憶↑郞， 그리고 主觀的인 感受性이나 想像에 대한 禁료 풍

은 모두 부모에게 대한 敵對感을 柳壓해야 하는 펼요에서 생긴 것이다. 그플의 對A關係는

地位와 權勢를 중섬오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힘”이나 “男子다운 것”은 좋은 것으로 간주

되고 “자상한‘ 것”이라은가 “神土的인 것”은 “弱한 것”과 풍얼한 것오로서 경멸의 對象이

된다.

요컨대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티는權威에 대한 做對感을 때I壓하는 데서 생기는 心理的 훨

顧을 해소하기 위 한 防쨌機制의 표현이 다. 그 防쨌 機制는， 1) 歐對感을 다른 집 단에 投용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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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2) 敵對感을 다른 칩단에 轉位하는 것， 그리고 3) 權威와 同一視하는 것 등을 가

리킨다. 그리하여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터는 약한 外部集團에 대해서는 거만하고 暴君的이

면서， 權力있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 정도로 비굴하고 服從的인 태도를 나타낸다. 대체로

이것은 유태안을 볕待한 나치의 行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權威主義的 퍼스낼라티가 敎育水準이 낮은 勞動階層에 더 흔하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지

적 한 바와 같다. 핍究者들은 人種偏見(ethnocentricism)과 敎育水準과의 相關을 고찰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種偏見。1 敎育의 水準과 근소한 負的 相關을 보인다는 잠정적인 결흔을 내릴 수 있다. 아

마도 大學 쭈業者들이 高等學校 쭈業者을보다， 또 高等學校 쭈業者들이 그 이 하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A種偏見을 럴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비록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敎育을 萬能視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相關이 “근소”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敎育의 중요성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려는 오늘날

大學이냐 中高等學校 敎育이 民主主義的 價f直觀을 심어주는 社會機關으로서의 濟tE力을 충분히 실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理由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짧究의 범위플 벗어냐

는 문제 이 다. 그러 나 그와 동시 에 가장 흘륭한 敎育制度下에서 도 “敎室授業”만으로는 부족하며 , 學

習하고자 하는 動機와 새로운 아이 다 어 에 의 敏感性이 야 말로 民主主義 敎育이 꽃필 수 있는 心理的

土樓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p . 287) .

위의 引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 주고 있다. 첫째로， 人種偏見이 敎育

水灌과 근소한 相關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昭究者들은 人種個見 또는 그것

을 포괄하는 權威主義的 퍼스낼리마가 敎育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

잘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昭究者들은 A種 偏見이 敎育의 水準과 높은 相關을 보

여 주지 않은 것을 敎育制度의 결함 때문이 라고 보고 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

究者들은 敎育이 權威主義的 퍼스낼리E.)와 구체적으로 어떤 關聯을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

에 대하여， “敎室授業”만으로는 부족하며， “學習하고자 하는 動機와 새로운 아이마어에의

敏感性”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히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터」 昭究의 說明 體系는 權威主義的 퍼스낼려티와 敎育과의

구체적인 관련을 파악하기 어렵게끔 되어 있다. 그 說明 體系에 포함한 擺念들， 즉 父母에

대 한 敵對感、의 柳壓， 轉位， 同一視， 投합 등의 搬念이 우리 가 보통 말하는 敎育과 어 떤 관

련올 맺고 있는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 引用된 글에 둬이어 昭

%者을은 장자 權威主義的 펴;二낼다다쇠 敎춤괴의 관련을 구쇄적오로 밝히지 획하여 權或

主義的 퍼스낼리티의 “知的 作用 " (dynamics of intelligence)을 昭究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것은 곧 權威主義的 퍼스멜리티의 구체적인 樣相플 “知的 作用”이라는 관점에

서 再解釋할 가능성이 았음쓸 示댔한다. 예컨대 부모가 “엄격하고 갤대적인 服從”을 강요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힘I[育한다고 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특정한 형태의 知的 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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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交換되고 있다고 볼 수 있오며， 그 결과가 자녀의 知的 fF用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터는 그렇게 형성된 知的 作用의 의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權威主義的 퍼스낼리E-]플 “知的 作用”이라는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權威主義的 피스낼리티와敎育과의 관련을 구체적우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Rokeach의 陽究가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Rokeach으| 信念體系 맑究

Rokeach (1960)는 信念體系를 “行動의 性向" (p . 32) 또는 “각 개 인이 世界를 理解하는 全

體的 構造" (p o 35)로 옮義히였다. 이런 의마에서의 信念體系는 이데올로기와 퍼스낼리E-]와

認知를 포함한다o Rokeach는 우리의 知的 作用은 사람에 대한 態度(예컨대 偏見)와 權威

에 대한 態度(예컨대 權威主義)와 ~월‘된 類걷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데올

로기와 퍼스낼 리 E-]와 認知는 “類似한 因子型의 相異한 現象型的 表現" (p o 390) 이 라는 것 이

다.

Rokeach 가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티의 “~般化된 理論”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그는 Adorno 뜸이 “權威主義的 퍼스낼리 티”라고 부른 것은 歷史上

언제나 존재하며 그것이 특수한 歷史的 狀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Adorno 둥이 연구한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티(보다 정확하게， 파시스트的 權威主義的 퍼

스낼리티)는 그러한 “超歷史的 超內容的” 實體의 특수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o Rokeach

의 信念體系는 그 實體를 파악하기 위하여 發展된 搬念이다.

분명히 Rokeach는 우리가 態度 또는 퍼스낼리티라고 부르는 것의 養面에는 “각 개인의

世界를 理解하는 方式”이 칼려 있다고 보고， 態度나 퍼스낼리E-]는 그러한 짜1口的 作用의 派

生物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知的 作用쓸 分析함우로써 態度나 퍼스낼리터

등의 表現型에 스며 있는 因子型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認꺼口와 情錯의 關係에

관한 Rokeach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일상의 對話에서 우리 는 말하고자 하는 내 용 다음에 “…고 나는 생 각한다， ” “ ...고 나는 믿 는다， ”

“…고 나는 느낀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장깐 이런 표현의 훌面에 스며 있는 心理的 狀態 또는 過程

이 서로 구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결국 그 표현을 서로 바꾸어도 근본적인 의마에는 하등 변

화가 오지 않는다… 이들 표현이 흔히 (언제냐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 바뀔 수 있다

는 사살은 곧 모든 情績에는 그 認知的 對應物이 있으며 모든 認、知에는 그 情績的 對應物이 있다는

想定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想定에 의하면， 우리가 ul 록 信念體系(審美的인 것도 포함하는)를 순전

히 認知的인 번에서 접근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情績的인 변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다. 요히려 그 반대이다. 만약 모든 情縮가 認知的 對應物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想定이 옳다고 하연， 우리는 인간 情縮生活의 복잡한 過程을， 知的 過程의 연구를 통하여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p . 8) .

Rokeach는 예컨대 權威호義的 퍼스낼리터가 표현하는 因子型으로서의 信念體系를 “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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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1’ 信念體系와 “問鎭된” 信念體系로 兩極化하여/파악하고있다. 이런 관접에서의 信念體

系는 “한 개인이 어떤 情報에 첩했쓸 때， 자기자신의 內部 또는 外部에서 발생하는 無關한

훨因￡로부터 방해를 받음이 없이， 오직 그 情報의 本質的인 價{直에 비추어서 그것을 받아

들이고 評價하고 또 그것에 따라 行動하는 정도" (po 57)로 定義되며， 開放된 信念體系는 이

정 도가 큰 상태를 가려 킨다. 이 定露에 따라 Rokeach는 開放된 信念體系와 閒鎭된 信念體

系를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다.

信;승:體系가 개방된 사람일수록 情報를 오직 그 자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상황의 構造的 폈件에

맞게 獨立的으로 評價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은 非合理的인 內的 충동이 아니라， 內的

안 自我實現의 欲求에 따라 자기의 行動을 統細할 수 있다. 따라서 信念體系가 개방펀 사람은 자기

의 뜻에 맞지 않게 情報를 評價하고 行動에 옮기도록 요구하는 外部의 壓力에 저항할 수 있다. 이

사실에서 따라 나요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이런 사람일수록 外部로부터 부과된 ‘J彈化” 똘는 賞뽑
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렌 사람에게 있어서1外的안 賞뽑은 情報블 評價하고 行動에 옮

기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옷한다.

그 만먼， 信念짧系가 閒銷된 사람일수록 外部 世界에 관한 情報와 그것을 제공한 源果에 관한 情

報플 구별하기가 어렵다. 外的인 源良이 세계에 관하여 옳다고 말하는 것과 外的인 源良이 자기에게

옳다고 믿도록 또 자기에게 행동하도휴 바라는 것이 뒤범벅되어 있다. 情報의 源果에서 나온 이 두가

지 相異한 종류의 정보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情報를 그 內的안 훨件에 비추어 자유롭게 받아들

이고 評價하며 行動에 옮걸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外部의 源良이 배당하는 壓力이나 賞罷에 쉽게

영 향을 받는다. 이 런 壓力이나 賞뽑은 그로 하여금 外部 源果이 바라는대로 情報를 評價하고 行動에

옮기도록 강요하는 힘올 가지고 있다(p . 58) .

Rokeach는 信念體系의 閔鎭性 (즉， 獨斷性)을 측정하는 R度(D-Scale)블 제작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것을 1) 信念과 反信念(disbelief)， 2) 核心的 信念과 技葉的 信念(여기서는 주

로 權威와의 關係， 즉 權威의 성격에 관한 견해， 및 權威를 理解의 手段으로 활용하는 方

式이 다루어져 있다)， 그리고 3) 時間의 3次元으로 詳細化하였다. 이 3次元에 비추어 獨斷

性이 높은 사람의 知的 作用의 특정을 열거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이것은 원래 Rokeach

유사점올 도외 시 한다(1.

가 열거한 것을 다시 간추련 것이다0 ) 0. 1) 信念體系內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2)信念과 反信念사이의 차이를 캉조하고

신념들을

증거가 나타

反信念、에 관해

생 각한다. (2.4) 자기의

중 어느 한 가지에

3)信念에 반대되는 증거를 “無關한” 것우로 일축한다. (1. 4)信念에 반대되는

나더라도 그것이 信念과 모순된다는 것을 否定한다o (1. 5)信念에 관해서는

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o (1. 6)反信念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무더기로 취급한다o (2. 1)

“路線띤 댐‘考" (party- line thinking) 를 흰다. (2.2) 信念|히容쇄 다}한 태도파 그 信;念슬 가지

고 있는 사람윤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發言(opinionated statement)을 한다o (예 :

“바보들이나 "0 라고 생각할 것이다. ") (2.3) “二元論的 E考”를 하며， 특히 자기와 동얼한

캡단은 반드시 “白”이며 그 반대되는 집단은 반도시 “폈”이라고

{듭‘念과 맞지 않는 事-實， 펄件 등을 회 피 한다. (3. 1) 過去， 現在， 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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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해 있다.

이들 특정둡에 관해서는 다음 節에서 信念體系의 搬念模型을 論議할 째 다소 자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요컨대 이들 특정들 (및 그 밖에 여기에는 생략된 몇 가지)이 獨斷性 R度

(66項目)를 제작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특칭들로 定義되는 獨斷性의 本質은 무엇

인가? Rokeach자신의 말을 벌면 獨斷{生(또는 信念體系의 開放{生과 閒鎭性)의 本質은 “情

報와 情報의 源없을 구별하는 能力" (p . 396)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본질은 앞에서 인용한

信念體系의 定義에 이미 含意、되어 있다. 開放된 信念體系란 情報의 源、뚫과는 1상관없이 ，

“情報를 오직 그 本質的인 價{直에 131 추어 서 받아율이고 評價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心理狀態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으로 獨斷性의 특정은 “證據를 다루는 方式”이라는 한가

지 核心 獅-念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開放된 信念體系는 證據를 올바른 방식A로 다

루는 상태를 가리키며， 위에 열거한 獨斷性의 특정블은 證據를 올바로 다루지 끗하는 心理

狀態가 구체적우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알려 주는 것우로 볼 수 있다. Rokeach가 閒銷된

信念體系를 가리 켜 “여 러 가지 精神分析學的인 防劉機制가 組織되 어 認%口體系를 형 성하고

있는 상태 " (p . 70)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Rokeach는 信念體系가 論理的인 것일 수도 있고 心理的인 것얼 수도 있다는 식ξ로 論

理的인 것과 心理的인 것을 구별하면서， 그가 연구의 관심부로 삼은것은 論理的인 信念體

系라기 보다는 心理的인 信念體系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pp. 33-4) . 그러 나 이 런 종류

의 연구에서 참우로 관심을 가져야 찰 것은 개인의 心理的인 信念體系가 論理的안 信念體

系에 얼마나 가캅게 接近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Piaget(1967)가 그의 心

理學에서 아동의 思考가 “貝體的” 및 “形式的”인 論理的 構造에 어떻게 接近해 가는가에 관

심을 가진 것과 같다. Rokeach가 그렇게 말한 것은 信念體系에 관한 價{直判斷을 주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 나 사실상 “開放된” 信念體系라든가 “閔鎭된” 信念體系라는 말은

푼명히 價{直判斷을 含意하고 있으며， 그가 열거한獨斷性의 특정은 모두 개인의 信念體系가

따라야 할 論理的인 基準에 마치지 못하는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Rokeach는 사

싣상 한펀￡로 개인의 心理的 信念體系와 또 한펀으로 그것이 따라야 할 論理的인 基準 사

이의 관련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다음과4같이 말하고 있다.

정차 이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로서， 心理的 體系로서의 信‘念體系를 지배하는 構文

上의 規則들 (즉， 論理的 體系 : 筆者)을 발견하고 명백히 밝혀내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心理

的 體系가 반드시 따라야 할 構文上의 規則들을 말견하고 명백히 밝혀내는 科學哲學者들의 일과 아

주 흡사할 것이다(p. 5l) .

獨斷性의 本質을 “證據를 다루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Rokeach가 그 필요성을 지적

한 바와 같이， “信念體系를 지배하는 構文上의 規則들”을 발견하고 명백히 밝혀내며， 또

한 그령게 함으로써 Rokeach의 짧究에 含意되 어 있는 價{直判斷을 더욱 명 백 히 하는 데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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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세계를 理解하는 수단으로서 證據를 다루는 방식에는 올바른 방식과 올바르지 않

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각각 어떤 방식인가하는 것도 우

그런 能

騙使하여

態度를 가

敎育의 目

학생들

비추어

이 경우에

있는 意味이다. 이렇게 하여 우

있고， 信念體系와 敎育과의 關聯

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보통 “合理性”이라는 딸이 가지고

리는 信念體系를 記述하기 위한 擺念模型을 示I俊받을 수

을 한층 더 의 미 있게 맺을 수 있다.

3. 信念體系와 敎育과의 關聯

Popper (1962, n, chap. 24)가 지 적한 바와 같이 “證據를

은 能力과 態度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 能力과 態度는

문제를 해결하는 能力과 理性을 문제 해결의 최고의

다루는 方式”오로서 의 合理性

곧 理性(reason)을

權威로 인정하는 態度이다. 여기서 能

力과 態度는 相互 不可分의 관련을 맺고 있다. 理性을 문제 해결의 최고의 權威로 안정하

는 態度라는 것은 理住을 구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能力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며， 理性을 구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能力은 반도시 理性윷 문제 해결의 최고의 權威로

인정하는 態度릎 수만한다. 合理性에 포함된 態度는， Popper의 말을 벨면， “내 생각이 갈

못이고 당신 생각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피차 〔論議하는〕 노력을 통-하여 좀

더 옳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p . 225) 라고 말하는 態度이다. 이 점에서 合理性

은 흔히 “批判的인 論議에의 경향성 " .s::-로 간단하게 定義된다.

合理性이 결여된 상태， 즉 非合理性은 理性 이외의 것오로 문제를 해결하는 能力과 態度

를 포함한다.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理性 이외의 것”이란 다름 아니라 權威나 自己利害에

입각한 我執， 또는 合理的인 論議에 附議할 수 없는 소박한 感情이다. 따라서 非合理f生은

이런 것들이 理性 (또는 理由)보다 문제 해결의 방식오로서 優位에 있어야 한다고 맏는 態

度이 다. 그리 고 다시 , 이 態度는 合理的언 論議의 能力이 결핍 된 사람들이 , 또는

力이 결핍되었을 때 사람들이 흔히 가잘 수 있는 態度이다.

Adorno 등의 “權威主義的 퍼스낼리터”와 Rokeach의 “獨斷性”은 바로 이러한

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 또는 그 밖의 權威者에 대한 無意識的인 理想化와 그것

에 상응하는 정도의， 弱者에 대한 無意識的인 경멸과 압박은 合理的 論議를 불가능하게 하

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런 論議의 能力이 결여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한 情報의 信德性 또는 륭實性을 주로 그 情報의 源鬼(즉， 權威)에

評價하려고 할 때， 그 情報에 담겨있는 證據는 論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는 合理的 짧議를 통하여 문제의 해견에 도달할 수 있다는 希뿔이 미리 週斷되며， 각각 相

反되는 利害가 문제 해결의 場面을 지배하는 原理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信念體系와 敎育 사이에 不可分의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信念體系의

本質을 이푸고 있는 合理的 論議의 能力은 敎育을 동-하여 킬러칠 수 밖에 없다.

的은 (또는， 적어도 目的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듭에게 9iJJ識쓸 가르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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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그 때識에 포함된 思考方式을 理解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이끄는 것이다. 知識은

어떤 것이든지 A間이 역사를 통하여 축적해 온 合理的 論議의 所塵이며， 知識을 통하여

학생블이 배워야 하는 思考方式은 合理的 論議의 能力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態度이다.

이 점에서 敎育은， Peters(l965)에 의하면， 知識에 포함된 “個A을 超越한(impersonal) 內

容과 節次“(p. 103)를 배우도록 이끄는 “成年式"(initiation)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歡育이 “成年”시키고자하는 상태는 私的인 感情이나 權威에 의존하기 쉬운 상태에서 벗어

나서 間主觀的인 理由에 의하여 情報를 받아들일 수 았는 싱태라고 볼 수 있다.

信念體系와 敎育이 이렇게 不可分의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權威主

義的 퍼스낼리"-1J의 昭究者는 “大學이나中高等學校敎育이 民主主義的 價順觀을 심어 주는

社會機關으로서의 、濟在力융 실현”하기 위해서는 “敎室 授業만오로는 부족하다”고 하였는

가?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 미국의 학교에 있어서나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에 있어서나

할 것 없이， “敎室 授業”이라는 것이 흔히 合理的인 論議의 能力과 態度를 가르치는 대신

에 敎科書의 “內容”을 톱目的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최근 歡育學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敎育과 敎化(indoctrination)의 分析(Green，

1964"-'65, Snook, 1972)에 의하면， 敎育은 어떤 특정한 內容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內容을 믿되， 그것을 뒷받침하는 “禮據를 가지고 믿도록”하는 데에 그 意圖가 있다.

證據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내용을 믿는 것은 예컨대 共塵主義 이데올로기에 잘 드러나

있는 소위 “이데올로기的 思考”이다(Snook， 1972, p. 56). 共盧主義 理論에 의하면， 포롤

레 타리 아(質金勞動者)는 압박받는 階級이 며 , 이 階級은 점 점 負困해 지 다가 마침내 뿔命의

先錢이 된다. 이 理論이 事實과 부합되지 않i면， 그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은 理論을

否定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理論을 再解釋하려고 한다. 노동자가 점점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 진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相對的오로” 빈곤해진다는 것으로 再解釋된다.

노동자가 압박받지 않고 있다는 사심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볍으로” 압박받고 있

다는 것ξ로 再解釋된다. 이런 이데올로기的 思考는 “權威主義的 퍼스낼리 El "나 “獨斷性”

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

“敎室授業”이 敎科書 內容을 “敎化”하는데 波‘댔하는 한， 敎育이 信念體系를 개선하는 데

별로 공헌하는 바가 없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權威主義的 퍼스낼

리 "-1"의 짧究者가 “敎室授業“이 외 에 보다 중요하다고 본 “學習하고자 하는 動機와 새로운

아이마어에의 敏感↑生”이 “敎室授業” 이외의 다른 곳에서 길러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릇

된 생각이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敎室授業”이 펄연적오로 “敎化”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이， 敎室授業을 어떤 방볍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것은 信念體系를 개선하는 데 도움

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실상우리가創意性이라고 부르는 것도 合理的論

議 能力의 表現이 라고 볼 수 있는 것 이 다(Dearden， 1967, a,b). 근래 Bruner(l96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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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한 바， 敎科를 가르치되 그 敎科의 “뼈的 性格에 충실하게” 가르쳐 야 한다는 주장

은 信念體系에 영향을 주기 위한 敎育課程上의 原理를 제시하는 것ξ로 해석된다.

Perry (1968)의 핍규究는 信念體系와敎育 사이의 論理的인 관련을 實證的 資料로 확인하고

자 한 방대하고 體系的인 연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하바드 大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1954-1963)면담을 하면서 大學 4년을 통하여 학생들의 思考의 “形式”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추척하였다. (학생블 중에는 특정한 한 학년에만 면담한 학생들도 있지만， 4

년 동안 빠짐없이 면담한 학생플도 상당수 있었다. ) 그 학생들이 이야기한/“內容”은 일상생

활의 經驗에서부터 전공 분야에 관한 內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지만， 4년 동얀의 이야기

에서 Perry는 그런 內容을 가로지르는 形式上의 發達 過程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그 形式은 二元論的언 思考와 權威에 대한 홉目的인 의존에서 점차로 相對

論的이고 융통성 있는 J思考로 發達해 간다는 것오로 요약될 수 았다. 이것은 大學에서의

經驗이 權威主議的이고 獨斷的인 思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大學에서 의 經驗이 오직 이때까지 이 節에 서 말한 “敎育” 經驗에 국한펠

수 없기 때문에， Perry의 닮究는 數育과 信念體系 사이의 관련에 관한 決定的언 證據는 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 假說的인 관련을 보다 肯定的인 쪽오로 기울어지게

하는 데는 확실히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II. 信念體系의 記述

여껴서는 이상의 論議에 비추어 信念體系를 記述하기 위한 擺念模型을 제시하고， 학생들

로부터 수집된 資料로 그 模型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 昭究의 結果와 관련하여 몇가지

論議를 제기하겠다.

1. 廠念模型

證據를 다루는 方式￡로서의 信念體系는 개인이 특정한 문제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관

하여 자신의 見解를 말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이째 개인은， 몇가지 특별한 例外的인 경

우를 제외하면， 그의 용口的 能力을 總動員한다고 假定할수 있다. 構造的측면에서의 信念體

系는 이째 개인이 하는 말의 形式을 가리킨다.

한 문제 사태에 관하여 개인이 하는 말의 形式은 복잡하며， 그것을記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 다. 예 컨대 , 이 핍究의 한 부분으로 수칩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다음과 같은 말올

들어 보자. 이 말은 “학교대항 운동 시합에서는 누구든지 당연히 자기 학교가 이기커를 바

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려 학교 선수들이 더티 플레이를 해서 시합에 이겼다면 어떤 느

낌을 가지겠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사람아 시함을 할 때는 꼭 이기는 데만 치중융 하잖아요? 저 갚애도 그랭지， 이렇게 청정당당히

아기는 것 하고 정정당당하지 뭇하게 이기는 것·’·막상 그 얼에 부닥치면 정정당당한 것 보다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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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식 충에 이겼다는 생각， 그런 것때문에 정정’당당한 것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

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즐경겠지요. (왜 즐거운가?) 이겼으니까요. 자기 모교라는 생각에서 ...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애국자가 아니라도 내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그런 거 겠

지요.

이 학생의 信念體系는 어떤 構造的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컨대 이런 말이 냐다내고

있는 構造的 특정을 문제삼을 해， 우려의 관심은 그 말을 한 사람의 “證據를 다루는 方式”

에 관하여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가 하는 데에 있다 Rokeach의 定義를 벌면，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內部 또는 外部에서 발생하는 無關한 훨因으로부터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 문제 사태에 관련된 證據를 合理的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었다. 그러므로 信念體系를 記述하는 한 가지 방볍은 우리로 하여금 合理的인 論議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內部 또는 外部에서 발생하는 無關한 圍因들”이 어떤 것언가를 分析

하고 그런 요인들이 의견을 말하는 장면에 구체적오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分析하는 방법

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無關한 훨因”에 관한 우리의 分析이 타당하다면， 그 分析의

結果는 Adorno등의 權威主義的 퍼스낼리 티 와 그것을 포콸하는 -般化된 搬念으로서 의 獨斷

↑生의 특칭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合理的 論議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몇因은 대체로 1) 權威， 2) 集團，

그리고 3) 知的 開放性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석된다. 이 셰 가지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外部 훨因”이 라고 볼 수 있고， 마지 막의 것은 “內部 훨因”이 라고 볼 수 있다. 물흔， 이

세 가지 훨因은 한 가지 狀態(예컨대， Rokeach의 獨斷性)의 세 가지 相異한 측면을 지적

한다는 뜻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각각의 훨因에 관하여 다소

자세하게 고찰하겠다.

첫째로， 權威는 사태를 理解하는 수단으로 광뱀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찰

알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간 權威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Fromm (1941)

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權威에 의종하는 데에는 두 가지 극단적오료 대조되는 방식이 있

을 수 있다. 한쪽 극단에는 “合理的， 暫定的인” 權威依存 방식이 있고 또 한쪽 극단에는

“冒目的 細對的인” 權威依存 방식이 있다. 後者에 비하여 前者는 權威가 말하는 내용이 납

득할 만한 證據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한에서만 받아들여지며， 또 그것과 반대되는， 보다

타당한 증거가 나타낼 때까지만 받아들여진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롭目的 權威依存은 특히 Rokeach가 강조한 바， “路線的 思考" (pp. 49-50)라는 형 태로

표면화된다. 路線的 思考라는 것은 權威가 말하는 특수한 內容을 直線的으로 받아들이는

나머지， 자기 자신이 미리 믿고 있는 다른 특수한 內容과 調和를 시키지 못한 채， 두 가지

서로 갈등되는 內容을 동시에 믿는 信念體系를 가리킨다. 이것은 명백하게 혼란된 信念體

‘系이며， 이러한 信念體系에서는合理的 論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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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集團에 대 한 롭目的언 충성 이 合理的 論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o Allport

(1958)가 分析한 바와 걷이， 일체의 댐見의 기저에는 集團에 대한 意識이 칼려 았다. 그에

의하면， 偏見은 “어떤 사람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集團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점단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나쁜 특성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하여 否定的 態

度를 가지는 것 " (p . 8)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集團에 대하여 가지는 否定的 態

度가 반드시 댐見인 것은 아니며， 오직 그 否定的 態度가 그것에 反對되는 “새로운 知識

에 의하여 돌아켜칠 수 없을 때 " (p o 9) 그것은 偏見이 된다. 그러으로 偏見은 集團意識 째

문에 발생하는 信念 內容으로서 , 批判的안 論議의 對횡이 될 수 없는 信念 內容이 다.

合理的 論議에 對立되는 集團意識의 대표척언 형태는 이데올로기일 것이다. 이데올로기

는 간단하게 “集團的 合理化”로 定義된다. 個A의 수준에서 合理化가 精神衛生上 편리한

理由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이데올로기는 한 集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필요한

“集團的 理由”가 된다. 그러나 이 集團的 理由는 集團的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만큼 그것

은 集團 成員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理由이다. 그것은 集團成員 사이의 組帶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固守되아야 하는 大義名分이다.

集團意識으로서의 이데올로기와 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二元論的 思考이다. 二元

論的 思考는 자기와 동일한 信念內容을 믿는 사람들(“우리들")과 그것과는 다른 信念內容

을 믿는 사람들(“그들")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 두 信念內容 사이에는 本質的인 차이， 도저

히 和解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믿는 데서 생긴다. 信念 內容의 옳고 그른 것은 오직 그

것이 “우리를”의 것언가 “그들”의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되며， “우리듭”의 것과 다른， “그

들”의 것인 점에서 “그들”의 信念內容은 모두 동일한 것오로 뭉뚱그려서 定義된다o Rokeach

가 獨斷性의 한 가지 중요한 특갱으로서 강조한 바， “信念 內容에 대한 態度와 그 信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態度를 동시에 나타내는 發言" (opinionated statement)은 集團

意識에 기초를 둔 二元論的 思考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짧言하는 사람이 目下 문제되

는 信念內容에 찬성(또는 반대)한다는 것과 그 信念內容을 믿는 사람들을 좋게(또는 나쁘

게) 생각한다는 것을 통시에 나타내는 發言을 가리킨다.

合理的 論議를 방해하는 內部 몇素는 용口的 開放性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知的 開

放性이라는 것은 흔히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知的 能力과 밀점하

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o Piaget(1967)의 知的 發達過程에 관한 理論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쩌口的 發達은 웰兒期의 自己中心的 J멍、考에 서 점차로 벗어나서 客觀的인 論理的

構造플 획득하여 가는 파정이며， 이 과정흔 딩二한 “自己中心的 1좁意、; 에 서 벗어나서 점차 다

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情意、的 내지 道德的 發達을 수반한다.

%口的 開放性은 개인이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오로 추구하는 證據의 範圍를 가리킨다. 知的

오로 閔鎭된 상태는 證據를 자기의 信念에 일관되는 것에 한하여 選擇的으로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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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ι1 렇게 보면， 知的 閔鎭{生에는 몇 가지 수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용n的으로 가

장 閔鎭된 상태는 아마도 문제 사태에 관하여 전연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하

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合理性과 관련하여 말하면， 이 상태는 일체의 判斷에 理由가 불

펄요하다는 극단적인 非合理性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볼 수 았다. 다음으로， Rokeach가 “知

的 偏練..(cognitive narrowing)이 라고 부른 獨斷性의 특정 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의 信念과 맞지 않는 事寶， 事{牛 등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信念에

반대되는 증거를 ‘無關’한 것으로 일축한다”든가 “信念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信念과 모순된다는 것을 否定한다”든가， “信念에 관해서는 反信念에 관해서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든가 하는 특정듭도 명백히 쩌]的 開故性에 관련된다.

빼的 開放性은 이와 같이 信念과 證據 사이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信念과 {言念 사

이에도 문제된다. 9i口的으로 開放된 사람은 자기의 信念體系 안에 서로 予眉되는 信念이 있

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이 予眉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予l좁이 어마서 유래된 것인가를

점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측면에서의 知的 開放性은 論理的 思考能力과 특히 밀점

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 때的 開放性은 넓게 보면 앞의 두 가

지 “外部 훨因”， 즉 權威依存과 集團意識과도 관련된다. 信念과 信念 사이의 관련， 信念과

證據 사이의 관련을 “開放된” 태도로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은 權威에 톱目的으로 依存하거

나 集團的 合理化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된 세 가지 요인들을 기초로 信念體系를 記述하기 위한 搬念模型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信念體系의 搬念模型

1. 權威依存

2. 集團意識

3. 知的 開放↑生

合理的信念體系

合理的依存

脫이데올르기

開放

非合理的 信念體풍

롭덤的 依存

이데올르기

閒鎭

2. 信念體系의 記述

위에 제시된 擺念模型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또 그것에 비추어 오늘날 韓國좁少年틀의 信

;念體系의 構造上의 특정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

생 30명 (남자 14명 ， 여자 16명 )을 대상으로 몇 가지 종류의 문제에 관하여 面談을 실시하

였다. 面談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학급에서의 성적이 上位 20%에 속하는 학생들로서， “發

表力이 있는” 학생플로 담임 교사가 인정하는 학생들이었다. 面談은 주로 個別的으로 살시

되었지만， 때로는 4，5명 씩 集團오로 실시된 경우도 있다.

面談의 내용이 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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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년 동안 특히 人間關係에 관한 경험으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그 경험이 인상 깊은가? (또는) 장래 어떤 생애를 희망하는가? 그것을 희

망하게 된 데에 특별히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주로 라포(rapport)의 형

성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기도 하다. 그리고 이하 다른 젤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학

생들의 대탑이 예상 이외의 토펙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

을 따를 수도 있었다. )

(2) 체격， 용모， 짜I能， 社會性， 生活 環境 등， 어떤 점에 있어서든지 자기보다 나은 사

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더욱 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

기와는 “종퓨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천하려고 하지 않는가? 만약 그런 사람에 대

하여 경等感 또는 敵對感을 가진다면， 이 느낌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3) 학교 대항 운동 시함에서 자기 학교 선수틀이 더E.1 플레이를 하여 우승한 경우에 어

떤 느킴을 가지는가? 상대방 학교의 선수들이 더티 플레이를 하면 ? 두 경우에 차이가 있

을 수 있는가? 국제 시합의 경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시합에서는 어떠한가?

일본 사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 학생을 친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느끼는가?

(4) 부모 또는 교사와 의견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하는가? 校服， 斷髮 등 校則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副敎材 使用 規制”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禁止曲” 또는 ‘갱소년 영화관람 제한”

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세계는 한 나라로 統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우리나라는 緣一 될수 있

다고 생각하는가 ?)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A種， 文化， 政治 理念

풍의 차이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만약 統一될 수 없다면， 그 주요 장애는 무엇인

가? 그것이 어떤 점에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위의 다젓가지 중에서 첫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는 위에 제시된 擺念模型과 관

련하여 특별히 選定된 문제들이다. 특히 (3)은 集團意識， 그리고 (4)는 權威依存 方式을 알

아보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이것은 資料 수칩의 實際的 펀의를 위하여 불가피하였다.

각각의 문제에 관하여 面談者는 특정한 信念體系의 측면에 관한 충분한 寶料가 수집될 때

까지 對談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접된 자료에 나타나 있는 학생들의 信念體系를 擺念模型의 세 측면에 따

라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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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權威 依存

權威依仔 方式이 가장 직접적오로 표현되는 것은 “校服”， “斷髮”， “영화 관람 제한” 등에

관한 의견에서 였다. 대체로 학생블은 이런 규정들이 “왈가왈부할 성절의 것이 아닌” “당

연한” 것오로 받아 들이고， 그 규정들이 어떤 근거에서 당연한가 하는 짚문에 대해서는 일

반적오로 그 규정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제시할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교

복”에 대해서는 “통일펀 기분을 순다”， “단결심이 생긴다”， “학생 신분에 알맞는 행동을

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는 긍지를 살랄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근거이고， “단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이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과연 이것융 자기자신의 근거로서 납득하고 있는가? “교복”문제에 관

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 예시하겠다. 이 면담 내용에서 보듯이， 校

服은 필요하다고 말하다가도，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지 않은가” 하는 反問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한다든가， 斷髮을 해야 한다고 하다가도 학교에서

머리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또 다른 근거에서 “길러 보고 싶다”고 말한다. 어느 경우에

나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시킨다는 사실이다. 영화관람 제한에 관하여 학생들은 대

체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태어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빨리 大

學生이 되고 싶다”고 대랍했다.

(교복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모든 것이 단결， 동일되어 있고 단결심이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보고 죄수복 같다고 했대요. (그러면， 모양은 통일하고 색짤은 마음대로 하면 ?) 저는 통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냐 사람에 따라 기호가 다르지 않은가?)(침묵) 제 생각으로는 통일

하는 것이 나을 것 갚아요(왜 ?)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선생님들도보면， 어딘가 모르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맞잖아요? 색이 흔란하연 분위기가 흔란한 것 갚아요. 그리고 단결 같은 것을 보여 준다

고 할까요? (단발에 관해서는?) 단말이 좋은 거 같애요. (머리를 아우렇게나 해도 좋다고 하연?)

저는 기르겠어요. 중학교에서도 자르고 고등학교에서도 자르니까 한 번 걸려보고 싶어요. (아주 장말

로라도?) 예. (학교에서 머리를 자유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요. (왜 ?) 머리

기르고 다니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구칠우질해 보여요.

(학교에서 업는 교복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각적으로 대담) 참 좋다고 생각해요.학생

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 지금 1학년 중에는 교복을 아직 못 맞추어 업은 아이블이 있는데 그걸 보

면 산만하고…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참 좋은 것갚아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학교의 특정을 나

타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단말을 해야 한다는 데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발도 좋다고 생

각하는데… 요새 장발족이 많잖아요? 그것은 자기네 멋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향상 다 짧게 자르고요， 공부를 안하고 말생꾸러기라는 아이들은 대

개 머리를 기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애틀은 머리만 자르더라도 공부할것 같은 느낌이 틀어요.

머리블 자르는 것과 자르지 않는 것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징말을 해도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느 정도는 기플 것 같애요. (왜 ?)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니까. 애들이 다 기

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기를 것같아요. (학교의 간부들이 다 기르면 ?) ...

부모나 교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反應하는가? 학생블은 대체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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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교사를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나 교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옳다”고 생각한다. 부모냐 교사가 맹백허 “그릇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그런 경

우에 도 “따라야 한다" 물론， 학생 들은 부모냐 교사가 그둡의 마음을 이 해하지 못할 때는

“야속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경우에는 때로 “무관심해” 버리는 수도 았다. 그려나 학생들

은 부모나 교사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자기 의견에 대한 근거와 동일한 水準에 놓고 조홉定

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인용문의 “歌협 審훌者”와 마찬가지로， 부모

나 교사의 의견은 “심사숙고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와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환경정리 때 액자를 거는 방식에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 선생님께서 제 의사를 우시했고， 당땅했어요. (교사의 생각이 더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제 생각윤 계속 천달하다가 그래도 안되면 선생넘 생각에 따라야지요‘ (어떤 학생이 계

속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학생이 잘옷이라고 생각해요 ... (금지곡에 관해서는?) 잘했다고 생

각해요. (왜 ?)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기 때문에. (작곡가의 심정은?)노래가나쁘면 못하

게 해야지요. (작곡가가 생각할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섬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합

니다. (왜 ?) 작곡은 또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만약 작곡가가 심사자를 상대로 고소플 제기한다

면 ?) 작곡가가 잘못업니다. (왜 ?) 심사자가 성사 숙고한 결과이기 때문업니다.

權威의 의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견의 근거를 뿔定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와 관련된 것￡로서， 학생들은 째로 權威의 의견 내지 명령플 “지나치게 榮光化”하기도 한

다. 예컨대 “長髮”에 대한 학생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장발에 대하여 ? ) 장발 단속을 했으변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 생활 하는 것， 보다도 어떤

집단속에서 생활하면， 그 가문도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학교라변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그 나라라면 그 나라의 어떤 기강이라 할까， 그 나라가 내려 온 그런 발전 과정， 그결 굉장히 중요

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요， 동방예의지국이다 하는데， 서구의 옷된 바랑이라고 할

까， 하여간 찰된 바람보다도 못된 바람이 더 많이 불어와 가지고 우리들에게 장발이라든가 히피라든가

그런 관계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모든 변에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1 따라서， 철도 있고 절제 있는 그런 청년이어야만 좋은 앞날

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단정환 바음에서 울어나는 그런 마음이 큰 마음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 集團意짧

학생들은 자기 학교와 다른 학교가 운동 시합을 할 경우에， 불혼 자기 학교가 이기는 편

을 바라지만， 더티 플레이를 해서 이기는 것은 “지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페어 플페이의 원칙에 따라” 또는 “스포츠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시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은 생각한

다. 그 이유는 “같은 피， 같은 民族”이라는 식오로 주어진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본에 대한 이데올로기的 慣惡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왜 싫은가에 대해서 대체로 “36년간

우리나라를 짓밟았기 때문”이라든지，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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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데올로기的 增惡채문에 학생들은 (한명의 例外를 제외하고는) 학교간 시합에는 적용

되는 페어 플레이의 윈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적용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慣惡를 가지고 있는 학생블은 日本A 個λ、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가? 일본을 미워하는 학생플 중의 몇맹은 “티本學生과 펜 팔읍 할 기회기- 주어

지면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하겠다고 대탑했다. “일본을 싫어하떤서 어떻게 일본

학생과 펜 팔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일본 사람 증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대탑했다. 일본에 대한 慣惡를 가지고 있는만큼， 학생플은 단순히

“友知國家”라는 이유에서， 미국에 대한 好感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학생들 중의 상당수는 일

본에 대한 감정을 일본인 個λ、에 게까지 연장시컸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시함할 때 ?) 우조건 미국편을 들겠어요. (왜 ?) 옛날 우리냐라를 침략했고， 일본

에 대해서 나쁜 생각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일본 사람에도 좋은 사람이 있융게 아닌가?)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 라도 일본 사람이 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좋아할 수 없어요. (미국 사람에 대해

서는?) 냐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받아들

이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集團의 性格아 集團間의 理解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뇨

생각한다. 학생플은 해로 다음 引用에서 보듯이， 抽象的인 수준에서는 “人間의 共通性”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북한과 우리처럼 集團의 차이가 비교적 貝體的인 경우에는 다

시 理解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세계는 한 나라로 펼 수 있을까?) 지금도 한 나라로 되어 있다연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교류라든가; 사혀적안 면으로， 정치적

인 면으로， 다 서로 의견을 나눠 가며 살고 있으니까. (사상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 공

산주의， 등둥〉 마음 속 깊이 생각은 모두 똑같은 것 같아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모두 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 속으로는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냐 간부들은?) 그런 사람

플도 인간이니까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통일이 펼 수 있을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요. (왜 ?) 북한에서는 하나 하나 생각하는 것은 똑 같지만 위에서 억 압하는

햄에 억눌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우려 발단을 보인다하더라도저쪽에서 반응을 보이

지 않으면 안될 것 갇아요. (그러연 북한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언가? 우리는 염원하고 저쪽은 염

원하지 않고…)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랑은 다르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옷

배운 사람들이니까， 아우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信念體系의 다른 측면에 았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컨대 集團意識에 관한 信念體系上

의 문제가 討論에 의하여 明{際化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資料를 例示하겠다. 그것은

종교가 세계를 통일하는 힘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세계가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로 통일 될 수 있는가?) 희망을 갖는 게 좋지 않아요? (희망 이상

은?) 저는 종교 。1 외 에 는 이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 아우리 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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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런 “주의”나 정치가 발달되고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총교적인 사랑없이는 칠래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융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계가 하냐로 된다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종 착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종교라고 밖에 생

각할 수 없어요. / (딴 사람은?) 저는 종교때문에 세계가 통일되지 옷함 것 같아요. 종교라는 것은

개인의 확고한 신념이지요. 각각 개인마다 나라마다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결 하나로 통일하여

세계를 뭉친다는 것은 될 수가 없지요. I그러 니 까 제 말은， 기독교이외의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에

요. 불교에서 부처한테 절하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이고 언어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온 세계가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몇 역년 결랭지 모르

는 일이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세상이 하나로 풍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 밖에

없다는 거지요. / (또 다른 사람은?) 원시인올 생각해 봤는데， 원시시대에도 종교가 있었잖아요? 우

상을 놓고 했든， 하늘을 놓고 했든， 했을 거 이니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초점이 하나인 것

갇아요. 신이라는 초점이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였던 거지요. 요새는 꼭샤님처럼 완전히 굳은

사람플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우상 숭배라고 설교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믿는 사

람은 다른 사람의 종교릎- 배척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그령개 싫을 수가 없어요. I그런데 그게

배척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천국이라는 것

이 있지요. 만약 우리 식구 중에서 벚 사람은 천국에 가 있$. 몇 사람은 지옥에 간다변 어떻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플， 내가 아는 사람블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다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3. 知的 開放性

앞에서 信念體系의 두 측띤을 다루는 동안에 이미 차l的 開放性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

히 지적되었다고 본다. 의견의 근거가 權威나 集團에 기초를 두고 있을 째는 그것에 반대

되는 근거가 올바로 취급될 수 없을 것이다.

面談 사태는 성격상 면담에 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대답할 태세

를 갖추고 있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태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 극단적인 형태의

知的 閔鎭↑生， 다시 말하면， 목하 문제되고 있는 시태에 관하여 “알 필요가 없다”는 대탑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사태에 있어서도 학생 중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

는 경우가 있었다.

(부교재 사용의 전면 금지에 관하여 ? 예컨대 영어 교재 하나 가지고 1년을 쓰라는 것인데， 교재

가 모자라지 않겠는가 ? 부교재 조치 에 관하여 옳다 또는 그르다는 느낌 이 있는가 ?) (오랜 침 묵) 옳

다， 그르다… 부교재 사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그것은 꼭따져야 할 이유가 없

을 것같은데요. (왜 ? 그렇다면 어디에는 짜질만한 이유가 있는가?) (침묵) (만약 법정 대치까지

일어나면 ?) (다시침묵)...(그러면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저 그렇다 정도

지요. 생각을 안해 봤어요.

만약 “부교재 문제”에 관하여 이 학생이 잘 모르고 있다면， 그는 문제의 성격이라든가

그 문제에 포함된 훨因들을 알아 보고자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위와 같은 반응은 面談

事態 이외의 일상생활 사태에 있어서는 훨씬 빈번히 나다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시사한 바와 같이 , 짜口的 開放性은 論理的 思考 能力， 또는 觀念的 思考 能力。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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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다음의 두 反應이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의 해”에 관해서 1)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왜 1) 왜냐하면， “여성의 해”라고 하여，

많은 주부틀이 날뛰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자기 집안 일부터 잘 가다듬어야 하지않겠어요?

또 해 봤댔자 얼마나 하겠어요? 누구나 높고 낮음이 없이 명등한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고 생각을 해요.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관해서는? )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1) 남성만이

모든 일을 한다면， 세상은 모두 딱딱하고...어찌 보연 여자가 더 우수한 것 같아요‘ (어띤 면에서 ? )

여러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 )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을 봉사한 경혐에 관하여， 봉사는 왜 좋은가1) 자기의 인격이 연마웰 거 아니예요? 그러니

까 자기가 우슨 난관에 당했을 째， 그 사람도 자기블 도와 줄거 아니예요? (안 도와 준다면 1) 그

사람은 봉사 정신융 모르는 거지요. (안 도와 주는 경우에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1) 사람이라는 것

이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는 것이기 에문에 냥이 곤청에 치했을 때는 그것을 도와 주는 것이 사람의

할 바라고 생각함니다. 그런데 만약 안도와 주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인간아라는 것을 착각하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플이지요. (그 이기주의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1) 사람이면 누구나 그

사람을 좋게 안 보지요.

앞의 反應에서 학생은 “셔성의 해”플 풋마땅하게 생각하는 데 대한 이유와 여성의 사회

적 활동융 찬성하는 데 대한 이유가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둬의 反廳

에서는 “인격의 연마”와 “報答”이 봉사해야 할 이유로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

고 있다. 이렌 경우에는 그 사이의 論理的 關聯을 맺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사싣상 학생둡의 말에 나타나는 “論理的 思考能力”이 라는 것은 째로 쉽사리 分析될 수 없

을 이만큼 복잡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튜Ls:.9.} 교사와의 의견 충폴에 관하여 1) 저는， 많은 심리학 책이나 여러가지 글을 보면， 청소년

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반항한다. 심지어는 이유없는 반항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지만요，

청소년플이 확실히， 제 자신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지만， 뭐라고 할까， 여러가지 스트레스 또는

콤플렉스， 아무튼 그런 것을 굉장허 안고 있는것 갚아요. 제가， 여러 기성세대라고 그러나요， 부모념

들이나 선생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어디서 보띤 한국의 현상태가 지금

까지 한국의 전래되는 문화와 지금 외국에서 강자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온 퇴폐적인 문화도 막

을어오고， 그 중간에서 방횡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것이 기억에 남는데 그런 것처럼， 청소년

을을 보면 한참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뚜렷한 상태를 정렵하지 못하고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저도 사실 반항하고 그러거든요i 그령지만 냐중

에 가만히 생각해 보연 그 말씀이 굉장히 옳다， 그령게 생각하고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막

상 처음에 제자신이 고집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또 사실， 꾀로워요. 그런데 부모님이다， 선생님

도 아무래도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세대만큼， 아니 부모님은 애우지 옷하셨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는 어떤 전통인지 볼라도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려

고 하고 좋은 말을 해 주고 인도하고， 그런 것을 보고 좀 부럽게 생각되는데요. 저희 나라를 보면 앞

으료는 어떻게 훨지 모르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1별소리가 다 니-오고… 외국보다 모성에나 부성애가

뒤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벙법에서 굉장히 뒤지는 것 갚아요. 이무튼， 저핵도 이제 줍 반항한

앤데， 부모님 말씀이 옳기늠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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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論 議

이상에 제시된 資料는 한국 좁少年의 信念體系를 대표할만한 자료가 아니며， 한국 청소

년 전체의 信念體系의 合理性 정도를 판단하기 에 충분한 자료도 아니 다. 本핍究에서의 우

리의 관심은 오히려 信念體系를 기슐하는 搬念模型을 정립하고， 觀念模型의 각측면이 구체

적인 자료에 의하여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다.

그 과정을 풍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信念體系의

모든 측면을 궤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훨素는 知的 能力이라는 것이다. 權威에의 冒目的

依存과 集團壓力에의 릅目的 同化는 知바] 能力의 결핍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오며， 또한

知的 能力의 결핍은 權威에의 톱目的 依存과 이데올로기的 J면考블 플가피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依存할 “權威”와 “이데올로기”의 選定 基準은 흔히 자기 자신의 便宜나

利害와 갚은 非合理的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人間 敎育”에 있

어서의 知的、能力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펠 수 있다.

이 冊究에서 정렘펀 信念體系의 觀;念模型은 참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이 模

型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장차 여기에 비추어 敎育이 信念體系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敎育 정도가 다른 바교적 많은 사람들의 信念體系를 조사

하는 일일 것이다.

월용論的 o로 말하여， 信念體系의 合理性은 어떤 특정한 社會나 集團의 社會心理的 國士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Bernstein(1961)의 l社會的 學習의 理論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 理論은 어느 특정한 文化짧에서의 知的 活動의 樣式이 그 文化짧

의 특정적인 口語形式융 媒介로하여 다음 世代로 永續化된다는 理論이다.

장차 信念體系의 갱}究를 위하여， 보다 간펀하게 信念體系를 기술할 방법을 고안할 수 없

는가? 그 방볍은 장차 상당한 기간 동안， 本昭究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信念體

系플 記述한 뒤에야 바로소 試圖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면으로의 한 가지， 가능성은 金好

鎭(1975)이 “合理性 指數”를 측정한 방법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그녀는 總發言數에 대한

“根據提示” 짧言數의 비율로 合理性 指數를 계산하였지만， 그 “根據”를 성격상 몇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信念體系의 構造的 특정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N. 쫓約 및 結論

本댐구究는 理論的인 측면에서 보면， Rokeach가 연구한 “獨斷性”을 合理性의 搬念과 관련

지어 재해석하고자 하는 담的원 가지고 있다. 이러한 試圖는 獨斷住 理論이 당면하고 있는

理論的 막다든 걸같 打開하는 데 펄요한 뿐만 아니 라， 오늪날 社會가 당띤하고 있는 敎춤

꺼인 課題인 “人間歡휩”의 寶@왔的 방안쓸 모색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本맑究에서 信念體系는 構造的 측면에서 솥義된다. 信念體系의 構造的 측면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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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質的 측면과 對比되는 것으로서，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그 믿는 바를 “어떻게” 믿는

가를 가리킨다. 構造的 측면에서 본 信念體系는 퍼스낼리티나 態度 등으로 불리우는 情意

的 特性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本昭究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1) 信念體系의 構造的 측면을 기술하는 擺念的 道貝

는 무엇인가， 2) 한국 청소년의 信念體系는 그 構造的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3) 장차 信念體系에 관한 理論的 없究나 청소년의 指훤 및 敎育 寶

|聚에 관하여 어떤 제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本昭究에서 는 주로 Adorno 등의 「權威主義的 퍼스낼 려 r;.1J 맑究와 Rokeach의 獨斷性 理

論을 고찰함오로써， 이러한 心理的 특성이 認知的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信念

體系와 敎좀은， 信;승;體系의 本質을 이루고 있는 “證據블 다루는 方式” 또는 合理性을 매개

로 하여 의미 있게 관련완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信念體系를 기술하기 위한 搬念模型은 “合理的 論議에 방해 가 되 는 內部 및 外部 몇因”

에 따라，1) 權威依仔， 2) 集團意、識， 그리고 3) 知的 開放性의 세측면으로 규정된다. 각

각의 측면은 合理的 信念體系와 非合理的 信念體系를 나타내는 특정들로 兩極化된다. 즉，

權威 依仔의 측면은 “合理的” 권위 의존과 “릅目的” 권위 의존으로， 集團意識의 측면은“脫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知的 開放性의 측면은 “開放”과 “閔鎭”로 兩極化된

다.

렴‘少年들의 信念體系를 기술하는 데에 이 觀念模型이 과연 적합한가를 알아 보71 위하여

서윷 시내 남녀 고등학교 학생 30명 을 대상A로 5가지 종휴의 문제에 관하여 面談을 실시

하고 그 反應을 分析하였다. 수칩된 자료가 한극 청소년 전체의 信念體系의 특정을 판단하

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 만， 그 자료는 표집된 학생들의 信念體系가 非合理的인 쪽 c 로 기울

어져 있다는 것을 示浚하고 있다. 장차 敎育 수준이 다른，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信念體系와 敎育과의 관련을 實證的 c로 밝힐 필요가 있다.

수칩된 자료에 의하면， 信念體系의 모든 측면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잎반적

인 용어로 “知的 能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ernstein

의 理論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知的 活動의 樣式융 결정하는 社會心理的 條件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장차 面談에 의한 信念體系의 分析 昭究가 진행됨에 따라， 信念體系를 기

술하기 위한 보다 간펀한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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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Aspect of theBelief System in Korean Adolescents

Hong-Woo Lee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reinterpret .the

Rokeach ’s Dogmatism in relation to rationality. Such an attempt is felt needed not only

for breaking through the theoretical impasse obviously facing the Dogmatism theory but

also for exploring the direction of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 especially for the youth

group.

The belief system is defined from the structural aspect, as dis'tinguished from the

substantial aspect, referring to “how" to hold a belief rather than “what" to believe‘ Seen

from the structural aspect, the belief system can comprise such affective traits a.s attitudes

and personality.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l) to develop a conceptual model for describing the

structural aspect of the belief system , 2) to describ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belief system in Korean adolescents, and 3) to search for the practical suggestions for

educational activities.

An intensive examination was made of The Aκthoritariaη Personality by Adorno, et

al,. and of the Dogmatism theory by Rokeach , particularly to derive a cognitive

implication from such psychological traits as studied by those investigators, and to

explicate the connection between the belief system and education.

The conceptual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defined along three criteria: 1)

authority mediation, 2) group orientation, and 3) cognitive openness. The belief system

is polarized in terms of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 system, i.e. , into 1) rational and

arbitrary authority mediation , 2) de-ideological and ideological group orientation, and 3)

open and closed cognitive per~pective.

The validity of the model was checked in the light of interview data from 30 high

school students (14 boys and 16 girls) on 5 kinds of topics. Even though the sample is

not adequate to warrant a generalization, the data seem to suggest that the belief system

of Korean adolescents tends more toward irrationalit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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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 for rational belief system , comparing large samples

of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The data also suggest that permeating all the three criteria of belief system are what

may be broadly called “cognitive abilities." In this connection , a serious concern should

be given to the social psychological conditions influencing the modes of cognitive

activities in a socia-cultural setting, somewhat in line with the Bernstein’s theory.

Perhaps a more convenient device may be developed for describing the belief system

from more detailed descriptive studies in the future.

(師範大學 敎育學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