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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 
 이 논문은 1995년 해리스가 집단 사회화 이론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처음 발표했기 때문에, 
그 후의 발전에 대해서는 후속 저작인 1998년의 ‘양육 가설(The nurture assumption)’과, 특히 
2004년의 ‘개성의 탄생(No two alike)’를 볼 필요가 있다.  ‘개성의 탄생’에서 해리스 자신이 
“성격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내 (이전의) 이론은 모호하고 설득력이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좀 더 명확한 설명은 – 세 가지 ‘module’의 역할로서 성격에서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가를 설명한 이론은 – ‘개성의 탄생’을 보아야 한다. 
 해리스가 다른 학자들의 반론에 다시 반박한 내용들도 후속 도서들을 보기 바란다. 
 
일러두기 ]  
1. 참고 문헌 표기는 원문에 괄호로 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각주로 바꾸었음 
2. 각주 중 [1] 스타일은 해리스 자신의 것이며, <2> 스타일은 漁夫가 첨가한 것임 
3. 한글에서 이 색 부분은 원문의 이탤릭체 부분임 

4. 원문에서 인용 문단은 맑은 고딕체로, 그 외의 부분은 바탕체로 표시함 

5. 원문의 소문단 제목(이탤릭체)은 굵은 서체로 표시 
6. 번역하면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漁夫가 첨가한 것은 ‘[반대로]’ 같은 스타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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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용어 번역 } 
 
공격성  aggressiveness 
공유 환경 shared environment 
규범  norm 
기전  mechanism 
기질  temperament 
과정  process 
또래 집단 peer group 
맥락  context 
맥락-특이적 context-specific 
모형  model 
발달  development 
발달 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변이성  variability 
분산  variance 
비공유 환경 nonshared environment 
사회화  socialization 
상관성   correlation 
상호작용 interaction 
성격  personality 
성벽  disposition 
성인기  adulthood 
순응성  conformity 
아동  toddler / child…  
애착  attachment 
외향성  extroversion 
유아[기]  infancy (cf. 생후 15~18개월 정도까지), toddler[hood] (infancy와 preschooler 사이) 
유아원  nursery school 
유전성  heredity 
유전률  heritability 
일대일  dyadic 
자기 정체성 [확립] identification 
정서 안정성 neuroticism 
지능  intelligence 
특색  trait 
특성  characteristic 
청소년[의] adolescent/adolescence 
취학 전 아동 preschooler (cf. 만 2.5~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충동성  impulsivity 
표현성  expressiveness 
하위 문화 subculture 
함의  implication 
행동  behavior 
행동 유전학 behavioral genetics 
형제자매 si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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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환경은 어디 있는가?  발달의 집단 사회화 이론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주디스 리치 해리스(Judith Rich Harris) 
미들타운, 뉴 저지(Middletown, New Jersey) 

 
부모는 아이의 성격(personality) 발달에 장기간의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  이 논문은 그 증거를 

조사하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발달에 대한 새 이론을 제안한다: 
사회화(socialization)는 맥락-특이성(context-specific)을 띠며, 집 밖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peer group)에 의해 사회화가 일어난다.  일대일(dyadic) 관계가 아니라 집단 내부와 
집단간(intra- and intergroup)의 과정(process)이, 아동의 성격 특성을 환경적으로 변경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원인이다.  아동 집단의 보편성이, 집단 내부와 집단간에 보이는 부모 행동에 큰 편차가 
있는데도 왜 [아동의] 발달이 그에 따라가지 않는가를 설명해 준다. 
 

1983년, 부모가 아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느라 수십 페이지를 들인 후, 엘리너 
매코비(Eleanor Maccoby)와 존 마틴(John Martin)은 사회화 연구 분야를 비판적으로 개괄하기 
위해 짬을 두었다.  그들은 논문 내에서 이미 요약한 효과들의 크기와 견고함(robustness)에 
의문을 표했다; 그들은 우연에 의한 것보다 의미 있는 상관성의 수가 더 많을지 의심했다.  
그들은 생물학적 또는 입양 형제가 같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결과로 더 닮게 되지는 않는다는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들의 결론은; 

 
이 발견은 부모가 아이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의 효과는 거의 없으며 한 가족의 모든 아이들에게 

본질적으로 같을 것임이 틀림없는 부모의 특성의 영향도 그럴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사실, 이 

함의(implication)는, 부모의 행동이 효과가 없거나 부모 양육의 효과적인 유일한 면이 같은 가족 안에서 

아이마다 매우 크게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1   
 
1983년 이래, 많은 발달 심리학자(developmental psychologist)들은 매코비와 마틴의 두 가지 

가능한 함의 중 두 번째 것에 – “부모 양육의 효과적인 유일한 면이 같은 가족 안에서 아이마다 
매우 크게 변해야 한다” - 집중해 왔다.  다른 가능성인 “부모의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진지한 
대안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양편을 모두 조사하겠다.  나는 “아이마다 매우 크게 달라야 한다”가 매코비와 

마틴을 당혹스럽게 한 결과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보이면서 시작하겠다.  다음에는 “부모의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겠다.  도달한 결론은, 그간 연구한 범위의 가족 안에서,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가질 심리학적 특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집단 사회화 이론(Group socialization theory; GS theory)을 제안하며, 그 근거는 
행동 유전학(behavioral genetics)의 발견들, 집단 내부와 사이의 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시각, 
학습이 고도로 맥락-특이성을 띤다는 것을 보여 준 심리학적 연구, 진화론적 사고에 있다. 

 
가족 환경이 중요한가? 

 
같은 집에서 양육된 입양 형제자매들은, 성인이 될 무렵에는 평균적으로 성격에 서로 닮은 점이 

없을 것이다.  한 집에서 자란 생물학적 형제자매들은 좀 더 닮겠지만, 여전히 아주 비슷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집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성격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집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보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더 닮지는 않을 것이다. 2   이것들이 발달 

                                          
1 Maccoby & Martin, 1983, p. 82 
2 Bouchard, Lykken, McGue, Segal, & Tellegen, 1990; Plomin & Daniels, 1987; Scar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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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유전학 분야에서 발견한 몇 사실이다.  그들이 근거한 자료들은, 유전자를 전부 또는 약간 
공유하거나 전혀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과<1>, 같은 집에서 자라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쌍(pair)에 관한 상관성(correl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결론이 – 하나는 놀랍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 그 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났다.  놀랍지 않은 결론은 측정한 심리학적 
특성에서 분산(variance)의 대략 절반이 유전성(heredity)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놀라운 
결론은 분산의 나머지 절반을 포함한다; 연구 대상자들이 자란 가정 환경의 차이에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중 극히 적었다.3  

 
행동 유전학적 방법과 결과 
 
행동 유전학 연구는 [비교 대상인] 사람들을 짝지은 쌍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서 시작한다 – 그 

예로, 성격과 지능(intelligence) 검사 점수가 있다.  이상적으로, 쌍둥이와 입양 형제자매 같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조사(interest) 대상인 쌍에서 얻은 자료를 모아 분석한다.  이 방법은 약간 다른 
가정에 근거한 수학적 모형을 검증할 수 있게 – 그 중 무엇이 자료에 가장 잘 맞는가를 보기 
위해 - 해 준다.  다음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사용하여 검사 점수에서 계산한 분산을 – 관심 
대상 중 개개의 차이에 따라 – 셋, 또는 때때로 네 영역(sector)으로 나눈다. 
첫 영역은 공유 유전자에 돌릴 수 있는 분산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유전률(heritability)이라 

한다. 성인기(adulthood)에 조사했을 경우 유전률은 일반적으로 성격 특성의 40~50%를 
설명한다.4   
둘째 영역은 공유 환경의 영향(shared environmental influence)으로 – [연구 대상으로] 주어진 

사람들의 쌍이 양육된 가정 - 돌릴 수 있는 분산이다.  이는 성인기에 조사하면 거의 모든 
연구에서 0~10%로 매우 작다. 5   이 발견의 함의는 형제자매들이 닮은 것은 거의 완전히 공유 
유전자 때문이란 것이다.  그들의 공유 환경은 그들이 더 닮게 만들지는 않는다. 
세 번째 영역은 측정 오차며, 성격 검사의 약 20% 부근이다. 6   몇 분석은 분산의 이 성분에 

대해 평가를 주지 않는데, 이 경우는 마지막 영역에 이 성분을 포함한다.  마지막 영역은 공유 
유전자나 공유 양육 환경 어느 것에도 돌릴 수 없는 분산으로 구성된다.7  분산의 이 영역은 통상 
비공유 환경의 영향(nonshared environmental influence)이라 말하는데,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설명할 수 없는(unexplained) 환경적 분산이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성격 특성에서 40~50%의 
분산이 설명할 수 없거나 비공유 [환경] 영역에 떨어진다. 
만약 유전성이 성인들 사이의 신뢰할 만한 다양성의 약 반만 설명할 수 있다면, 환경적 영향이 

나머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이 영향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 도전이다.  행동 유전학 연구는 
환경의 어느 면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음을 보여 왔다.  중요하지 않을 듯한 면들은 같은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공유하는 모든 것들이다; 부모의 성격과 아이 양육의 철학, 그들이 집에 
있든지 아니든지, 집에 있는 책, TV, 또는 총의 수 등등이다.  한 마디로, 이전에 환경이란 단어와 
연관된, 그리고 양육(nurture)이란 단어와 더 접하게 연관된 거의 모든 요소들이 아이들의 
성격을 만드는 데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족 내 환경 차이 
 
이 결과는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깊이 진지하게 믿어 온 신념과는 상반되었다.  그러나, 

매코비와 마틴(1983)이 확고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사회화 연구와는 달리, 행동 유전학의 발견은 
꽤 믿을 만 하다.  그 결과는 연구 내부와 [서로 다른] 연구 간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1>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및 100% 형제 자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쪽이 다른 동복 

또는 이복 형제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입양아나 관계 없는 일반인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 
3 Loehlin & Nichols, 1976; Plomin, Chipuer, & Neiderhiser, 1994; Plomin & Daniels, 1987; Scarr, 1992 
4 McGue, Bouchard, lacono, & Lykken, 1993; N. L. Pedersen, Plomin, Nesselroade, & McClearn, 1992; Plomin, 

Owen, & McGuffin, 1994 
5 Bouchard, 1994;Loehlin, 1992; Plomin & Daniels, 1987 
6 Plomin, 1990 
7 Goldsmith, 19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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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이 안 된다. 8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가 양육한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공유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면 비슷하다고 밝혀지지 않고, 그들이 유전자 전부를 공유하더라도 사람들이 [공유 
환경 때문에 더 비슷하리라고] 기대하는 만큼은 비슷하지 않다.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집에서 
자라더라도 성격 특성의 상관성은 0.50을 거의 넘지 않는데, 적어도 분산의 30%를 공유 
유전자와 공유 가정 환경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남겨 두는 셈이다.[1]   
이 결과들에 직면하여, 거의 모든 행동 유전학자들과 많은 사회화 이론가들이 매코비와 

마틴(1983)의 두 번째 대안인 “부모 양육의 효과적인 유일한 면이 같은 가족 안에서 아이마다 
매우 크게 달라야 한다”(p.82)로 돌아섰다.  설명 안 된 분산은 가족 내부의(within-family) 
환경적 차이로 돌렸다. 9   이 개념에 따르면, 가족의 생태(ecology)에서 그 또는 그녀의 독특한 
틈새(niche)에 가족의 각 아이들이 살고, 이런 틈새 또는 미소 환경(microenvironment) 안에서10 
발달을 형성하는 양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 미소 환경에 많은 주의가 쏠렸다.  존재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문은 

성격 특성 분산의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을지다.  다음 부분에서 한 행동 유전학자가 이 
문제가 “대부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인정하게 했고 11  다른 사람이 가정 환경(거시 및 미소 
환경)이 사실상 아마 “일생의 경로를 통틀어 성격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12 
결론짓게 한 증거들을 요약하겠다.   

 
가족 내 환경 차이가 설명할 수 없는 분산을 설명할 수 있을까? 
 
왜 같은 집에서 자란다고 형제자매가 비슷해지지 않는가?  아마 같은 집에서 자라는 두 아이가 

거기서 매우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부모가 그들을 다르게 대할 것이다.  왜 
부모가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지는 몇 가능한 이유가 있다.  매카트니(McCartney)와 동료들은13 
아이 주도(child-driven), 관계 주도(relationship-driven), 부모 주도(parent-driven), 가족 
맥락(family context) 효과로 나누어 왔다. 

 
아이 주도 효과.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 자신이 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한 아이가 다른 애보다 더 사근사근한 성격이거나 신체적으로 매력적일 것이다.  
성인들이 예쁜 아이와 세련되지 않은(homely) 아이 14 , 또는 [다루기] 쉽거나 어려운 아이 15 , 
건강하거나 아픈 아이에게 16  같은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타당한 증거가 있다.  아이의 행동 
또는 생김새가 부모 또는 다른 상호 작용하는 대상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을 
반응적(reactive) 효과라 한다(이는 환기 효과 evocative effect 로도 알려져 있다 17 ).  반응적 
효과는 유전자-환경 상관성(gene-environment correlation)이다 18  – 예쁜 얼굴 또는 사근사근한 
성벽(disposition)과 같은, 그리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doting) 부모처럼 특수한 환경적 변수와 
같은, 유전적으로 영향 받는 특성 사이의 상관성이다. 
유전자-환경 상관성을 자주 볼 수 있지만 19 , 이 효과가 공유 유전자의 비율에 근거하여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유전적 분산에 기여한다.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들은 일란성 

                                          
8 Scarr, 1993 
[1] 쌍둥이 사이의 0.50의 상관성은 분산의 0.50이 같이 달라진다(covary)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상관성은 그 측정에서 분산의 50%를 설명한다(더 자세한 설명은 Plomin의 1990년 문헌을 참고하라).  
측정 오류에 20%를 허용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분산은 30%가 남는다. 

9 Daniels & Plomin, 1985; Dunn, 1992; Hoffman, 1991 
10 Braungart, Plomin, DeFries, & Fulker, 1992; Dunn & Plomin, 1990 
11 Bouchard, 1994, p. 1701 
12 Rowe, 1994, p. 1 
13 McCartney, Robeson, Jordan, & Mouradian, 1991 
14 Burns & Farina, 1992; Ritter, Casey, & Langlois, 1991 
15 Lytton, 1990; Thomas & Chess, 1977 
16 Quittner & Opipari, 1994 
17 Scarr & McCartney, 1983 
18 Plomin, DeFries, & Loehlin, 1977 
19 Plomin & Bergem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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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에서 가장 유사하고, 이란성 쌍둥이와 쌍둥이가 아닌 생물학적 형제자매들에서 덜하며, 
입양 형제자매에서 상관성 없는 경향이 있다.  이 특성에서 나온 어떠한 환경적 영향의 효과건 
일란성 쌍둥이에서 가장 유사하고 입양 형제자매에서 가장 적어야 한다.  상관성의 이런 
패턴들은 – 일란성 쌍둥이 > 이란성 쌍둥이 > 입양 형제자매 – 행동 유전학 모델에서 유전적 
분산으로 인지한다.20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분산의 많은 부분을 반응적 효과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반응적 효과가 작은 차이를 크게 벌려서 작은 유전적 효과에 큰 환경적 효과를 더하여 

아이들을 덜 닮게 만들어, 전체적 분산을 키워 놓을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사회적(sociable) 
성향을 물려받은 어린이들은 내향적인(introverted) 아이들보다 부모에게서 상호 작용을 더 
끌어낼 것이고, 이 여분의 상호작용은 그들을 더 사회적으로 만든다 – 이것은 강화 피드백 
고리(positive feedback loop) 또는 악순환(vicious cycle)으로 잘 알려진 결과를 낳는다.21 
발달 과정에서 강화 피드백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다. 22   그러나 벨(Bell)이 지적했듯이 23 , 

감소(negative) 피드백 고리도 존재한다.  매우 활동적인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도록 자주 훈계를 
받는다.  동작이 느린 아이에겐 [친구들이] 술래잡기(catch or tag)를 하자고 꾄다.  감소 피드백 
고리는 변이성(variability)을 줄이고 아이들을 더 닮게 할 것이다.  더군다나, 어느 쪽 방향으로도 
고리가 돌게 하는 반응적 효과도 있다; 그 예로, 아이가 소심하면 부모가 보호하려 하거나 화를 
내는 반응을 끌어낼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성은 다른 피드백 고리를 – 강화, 감소, 또는 예측 
불가능한 – 일으킨다.  이 효과가 설명 안 되는 분산의 중요한 부분의 원인이라면, 측정하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분산의 그 영역이 크기가 다르다고 기대할 것이다; 피드백 고리가 강화로 
보이는 특성에서는 커야 하고, 감소로 보이는 경우 작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으로 돌릴 수 있는 분산의 비중이 넓고 다양한 성격 특성에서 주목할 만큼 
균일하다는 점을 발견한다.24   
실험에서 얻은 아이-주도[결과]의 차이가 부모가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데 기인하지 않는 

경험 때문이라면?  그 예로, 아이들은 병이나 상처를 각각 다르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아이가 사고나 병을 반복해 겪는 경향이 없다면, 어린 시절에 걸쳐 그런 차이는 
평균화하여 없어질 것이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포함될 
것이다 – 아이가 아프게 하는 경향을 주거나, 아이가 사고를 경험하게 하는 행동적이고 충동적인 
기질(temperament)을 부여하는 생물학적 감수성 말이다. 25   다시 말해서, 일란성 쌍둥이는 가장 
비슷할 것이고 입양 아이는 이 점에서 가장 덜 비슷한데, 성격에 영향이 있다면 유전성에 기인한 
분산의 영역에 거의 대부분이 해당할 것이다. 
같이 양육된 형제자매 사이가 별로 닮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고 제안하는 맨 마지막 아이-주도 

기전(mechanism)은 다른 아이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환경적 사건(event)을 경험하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26   그 예로, 부모가 두 아이를 정확히 닮게 대하지만 그들이 부모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이란성 쌍둥이는 자주 어린 시기의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와 부모의 온화함 및 표현성(expressiveness)을 다르게 묘사한다. 27   그러나 이런 
모순되는 보고는, 부모의 같은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부모의 차별 대우를 정확히 묘사하거나 
한 둘 중의 어느 편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일을 아이들이 사실 다르게 해석한다고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gene-environment interaction)의 증거일 것이다.  이것은, 
만약 일어난다면, 설명할 수 없는 분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호 작용을 측정하려 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결과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다.  발견한 몇 안 되는 상호작용은 분산에서 
무시할 만한 부분만 설명할 수 있다.28 [2] 더욱이,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 

                                          
20 McGuire, Neiderhiser, Reiss, Hetherington, & Plomin, 1994 
21 J. R. Harris & Liebert, 1991 
22 Anderson, Lytton, & Romney, 1986; Moffitt, 1993b 
23 Bell, 1968; Bell & Chapman, 1986 
24 Plomin & Daniels, 1987; Tellegen et al., 1988 
25 Jaquess & Finney, 1994 
26 Hoffman, 1991; Kagan, 1984 
27 Plomin, McClearn, Pedersen, Nesselroade, & Bergeman, 1988; Rowe, 1981 
28 Loehl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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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관계 주도 효과.  이 효과는 부모 한 명의 특성과 한 아이의 특성 사이의 적합성(fit) 또는 

부합성(match)을 포함한다.  예로는, 아마 아이의 기질이 그 부모의 기호나 기대에 맞지 않을 
경우다.29  그러나, 기질은 유전적으로 영향 받는 특색(trait)이고30, 따라서 부모의 기호와 맞는지 
아닌지의 가능성은 일란성 쌍둥이면 비슷하고 이란성이면 덜 비슷해야 한다.  가정한 그 
효과들은 유전자-환경 상관성과 동등할 것이고, 한 특정 부모에 특이한 것이다.  이란성 쌍둥이 
사이의 차는 일란성 쌍둥이보다 더 큰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 유전자 비율과 상관성이 없는 효과가 – 같은 집에서 양육된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성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 필요하다. 
부모 주도 효과.  부모는 그들 자신의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다르게 대할지도 모른다.  한 

부모는 한 특정한 아이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원하지 않아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다. 31   그러나, 이 가설은 쌍둥이와 입양 아이의 연구에 
주로 기초한 행동 유전학 연구의 발견을 설명하지 못한다.  임신 시점은 쌍둥이에게 동일하며, 
입양은 거의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2> 
다른 한 가능성은 한 부모가 한 아이를 그 아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형제자매의 

특성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샤흐터(Schachter)와 스톤(Stone)(1985)은 
첫째 아이가 ‘까다롭다(difficult)’고 생각한 부모가 둘째 아이를 ‘쉽다(easy)’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도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아마도, 그 다음엔 두 아이에게 부모가 다르게 
반응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이미 있는 차이를 벌려 놓을 것이다.  이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두 형제자매가 다른 성격임을 알고 그 차이가 부모의 대우 
차이와 상관성이 있을 때, 보통 이것이 원인인지 효과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32  
던(Dunn)과 플로민(Plomin)(1990)이 인정했듯이, ‘원인 또는 효과’ 문제는 “추적이 불가능하기로 
악명 높은 주제”다(p.57). 
가족 맥락 효과.  가족 내부의 변수 중 아이 주도 효과와 부모 주도 원인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 하나 있다; 출생 순서(birth order)다.  쌍둥이 연구와는 달리, 출생 순서 연구는 
하기 쉽다; 다른 나이의 형제자매가 있는 누구든지 참여하기에 적당하다.  맏이와 그 이후 사이에 
체계적인 유전적 차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발견한 어떤 체계적 차이도 출생 
순서와 가족 별자리(constellation)에서 다른 위치 때문으로 돌릴 수 있다.  이 두 아이들이 겪을 
경험에서 명확하고 믿을 만한 차이가 있다.  모든 맏이들은 최소 1년 동안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그 위치를 맛보아야 하며, [그 후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상대와 경쟁해야 한다.  
모든 둘째 이후는 항상 형제자매가 있고, 이 나이 많은 형제자매는 긴 시간 동안 더 크고, 강하며, 
더 많이 안다.  맏이는 새 역할에 아직 편안하지 못한 경험 없는 부모가 양육하며, 둘째 이후는 
더 편안하며 그 일을 잘 하는 부모가 기른다.33 
더 나이 먹었거나 어린 형제자매들의 미소 환경은 중요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다르며 출생 

순서에 대한 자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소 환경의 과정에 체계적인 효과가 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는 학자들과 일반인이 똑같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이다.  
가족 미소 환경은 성인의 성격에 일관된 효과가 없다. 34   가족 미소 환경이 효과가 없다는 데 
대한 다른 증거는 외동과 형제 있는 아이들을 비교하여 나온다; 형제자매의 유무는 성격에 

                                                                                                                                              
[2] 유전자-환경 상호작용들 중 둘은 믿을 만 하다고 증명될지도 모른다.  첫째, 유전형의 특색은 생물학적 

성(sex)이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환경 자극에 아마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이 상호 작용은 이 논문의 논

의와 무관한데, 행동 유전학적 연구의 주제인 피험자 쌍들이 거의 항상 같은 성이기 때문이다.  상호 작

용의 둘째 종류는 생물학적으로 위태로운(e.g.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아이들) 아이들을 포함한다.  그런 
아이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의 효과에 대해 특히 상처를 입기 쉬울 것이다(Moffitt, 1993b; Wachs, 1992) 

29 Thomas & Chess, 1977 
30 Braungart et al., 1992; Goldsmith, 1993b; Robinson, Kagan, Reznick, & Corley, 1992 
31 David, 1992 
<2> 입양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입양 아이를 특히 싫어할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다. 
32 Rodgers, Rowe, & Li, 1994 
33 Kreppner, 1992 
34 Dunn & Plomin, 1990; Ernst & Angs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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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영향이 없다. 35   에른스트(Ernst)와 앵스트(Angst)가 직접 7,582명의 젊은 성인을 연구한 
결과와 출생 순서와 가족 크기의 효과에 대한 세계의 문헌을 조사한 데 근거하여 내린 결론은, 
가족 내의 사회화는 성인의 성격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하다는 
것이다.[3] 
출생 순서에 대한 발견은 가족 내 환경의 차이에 대한 다른 두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성인의 성격이 형제자매 그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 부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36  
그러나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출생 순서가 결정한다; 거의 모든 가족에서, 나이 
많은 쪽이 지도자와 모범이며, 어린 쪽은 따라가면서 모방자이다. 37   형제자매 관계의 효과는 
따라서 출생 순서 자료에서 나타나야만 하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마지막 가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는 주의 또는 애정의 절대량을 모른다고 해도, 그들은 

형제자매에 대해 얼마나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다는 것이다38 – “엄마는 
항상 너를 가장 사랑했다(Mom always loved you best)”<3> 증후군(syndrome)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해서, 그런 차별적 대우의 영향은 출생 순서 자료에서 나타나야 한다.  한 
어머니가 두 아이들이 같은 나이일 때 주목할 만치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 이것은, 
둘째 아이가 24개월일 때의 행동이 첫째 아이가 24개월일 때와 유사하다는 얘기다 39  – 그녀의 
행동은 아이의 나이에 의존한다; 더 어린 아이는 큰 아이보다 더 주목 받는다. 40   따라서, 한 
어머니가 둘을 동시에 돌봐야 할 때, 그녀는 어린 쪽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더 어린 쪽에 애정을 더 기울인다는 증거가 있다.  던과 플로민(1990)은 그들이 연구한 미국과 
영국의 어머니 중 3분의 2가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사랑한다고 기꺼이 인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집단에서, 미국 어머니의 80%와 영국 어머니의 86%가 더 어린 아이에게 더 
애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모가 주도하는 출생 순서에 의한 이 정도 크기의 차이가 아이의 성격 
발달에 일관된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은 가족 내 환경 차이의 영향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다. 
결론.  같은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실이며, 다른 

성격을 결과적으로 갖는다는 점도 역시 맞지만, 현재의 행동 유전학 방법들은 결과들에서 원인을 
식별해 내지 못한다.  하지만, 출생 순서 연구 및 외동아이와 형제자매 있는 아이들을 연구하여 
얻은 자료들은 아이들의 가족 내 미소 환경이 그들의 성격을 만드는 데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가설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되었다. 
이 논문의 남은 부분에서 제시하는 이론은, 집단 사회화(GS) 이론인데, 부모의 집 밖에서 겪는 

아이들의 경험이 성인의 성격 특성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이 어린이들이 부모 없이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암시하지 않음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착되어 있으며(그 역도 성립한다), 보호와 돌보기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집 밖에서 쓸모 
있다고 알려진 기술들을 집 안에서 배운다; 이런 사실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다.  GS 
이론이 암시하는 것은 집, 학교, 이웃, 그리고 문화와 하위 문화(subcultural) 집단에 놓아 둔다면 
아이들이 비슷한 성인으로 발달하리라는 것이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주변의 모든 부모들[이 
한다고 믿어 오던 역할]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맥락-특이적 사회화(Context-Specific Socialization) 

                                          
35 Ernst & Angst, 1983; Falbo & Polit, 1986; Falbo & Poston, 1993 
[3] 에른스트와 앵스트(1983)는 출생 순서 자료를 보고한 1946년에서 1980년 사이에 출판된 모든 연구를 

조사했다.  그들은 그 연구들 중 다수가 결함이 있음을 알아냈다; 정확한 대조군(control)이 없어서, 출생 
순서가 자주 다른 인구학적 변수, 특히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계층과 혼동되어 있었다.  적절한 
대조군을 사용했을 때, 성격에 출생 순서의 영향은 없었다.  지능(intelligence)에 출생 순서의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Retherford & Sewell, 1991을 참고하라); 있다고 해도 매우 작다. 

36 Daniels & Plomin, 1985; Dunn & Plomin, 1990 
37 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 Brody, Stoneman, MacKinnon, & MacKinnon, 1985; Zukow, 

1989 
38 Dunn, 1992; Dunn & Plomin, 1990 
<3> Tom Smothers(http://en.wikipedia.org/wiki/Tom_Smothers)가 무대에서 한 말이다. 
39 Dunn, Plomin, & Daniels, 1986 
40 Brody & Stoneman, 1994; Dunn & McGuir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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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아이의 사회화라고들 가정해 왔다.  사회화는 그에 따라 한 

유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 적절히 행동하고, 언어를 알며, 필요한 기술을 갖고, 널리 알려진 
믿음과 태도를 갖는 - 수용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사회화의 중요한 방법은 아이가 부모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말로 교육하는 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많은 산업시대 이전 사회들에서 아이들은 거의 또는 
전혀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 – 부모들은 아이들이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관찰해서 
배우리라 기대한다. 41   어린 아이들은 모든 사회에서 부모를 흉내내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사람들도 흉내낸다; 나이 많은 형제자매 42 , 가족 아닌 성인과 아이들 43 , TV에서 보는 등장 
인물들도 포함된다 44 .  로우(Rowe)(1994)는 아이들이 부모에게만 배운다면 진화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발명하지 않은 쓸모 있는 혁신을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로우는 아이들이 어떤 근원에서건 – 단지 부모에서가 아니라 – 
배우도록 하는 “정보의 근원에 대해 일반적인” 내적 학습 적응 기전을 가정했다(p. 194).   

 
집의 내부와 외부 
 
아이들은 많은 것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습은 고도로 맥락에 의존할 수 있다.  

현재의 많은 연구들이 학습하는 행동은 맥락 특이성, 상황 특이성(situation-specificity), 또는 
영역(domain) 특이성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45   특히, [인생의] 매우 초기에 배우는 것은 고도로 
맥락에 특이한 듯이 보인다.  로비-콜리어(Rovee-Collier)(1993)는 모빌을 움직이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한 발을 차도록 배우는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4>.  실험 장치의 어떤 세부가 
바뀌었으면 – 그 예로, 아기 놀이울(playpen) 주변에 장식한 휘장(liner)을 노란색에 녹색 네모 
문양에서 녹색에 노란색 네모 문양으로 바꾸었다면 - 6개월 유아는 훈련 시작 후 하루뿐이거나 
그것을 전혀 본 적 없었다는 것처럼 단지 모빌을 바라보기만 할 뿐일 것이다.  원래의 휘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적어도 훈련을 2주 동안 했다면 (발을 차서) 기억한다는 증거를 보였다.  
유아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무엇에서건 배울 수 있지만, 경고가 딸린 – 네가 어떤 맥락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맥락에서는 꼭 제대로 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학습 기전과 함께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집 안의 맥락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집 밖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서구 

사회는 집 안과 바깥에서 매우 다른 행동을 요구한다; 한 예로, 집 안에서 보여 줘도 괜찮은 
감정이라도 바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6   GS 이론의 중심 가정은 사회화가 고도로 맥락에 
따르는 학습의 형태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집에서 (또는 부모가 있을 때) 행동하는 법과, 
자신들이 집에 있지 않을 때 행동하는 법을 따로 배운다.  학습의 방법은 - 우발적 일에 대한 
강화는 - 역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집에서는 실수에 대해 질책을 받고 적절히 행동할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집 밖에서는 실수에 대해 조소를 듣고 적절히 행동할 때 무시당할 수 
있다.<5> 

 
코드 전환(code switching) 
 
이민자 부모의 아이들이 맥락-특이적 사회화를 가장 명확하게 묘사하는 사례를 준다.  사회의 

언어가 집에서 쓰는 것과 다르면[4], 아이들은 또래들과 의사 소통하기 위해 지역 언어를 배울 

                                          
41 Rogoff, Mistry, Göncü, & Mosier, 1993 
42 Zukow, 1989 
43 Maccoby & Jacklin, 1974; Perry & Bussey, 1984 
44 deMarrais, Nelson, & Baker, 1994; Lasater & Johnson, 1994 
45 Ceci, 1993; Deaux & Major, 1987; Garner, 1990; Greer & Stewart, 1989; Tooby & Cosmides, 1992 
<4> http://www.youtube.com/watch?v=lPJiB-oGMN0  
46 Dencik, 1989; Fine, 1981 
<5> 당연히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을 따로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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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7  아이가<6>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이 될 때까지는 이미 두 언어를 유능하게 구사할 
것이고, 하나는 집에서 다른 하나는 집 밖에서 사용할 것이다.  아이는 마음에 두 개의 분리된 
언어 장치(module)을 갖고 스위치를 눌러(toggle) 전환하는 것처럼 – 코드 전환이라 알려진 
과정이다 – 그 둘 사이를 쉽게 넘나들 것이다.  두 다른 보호자(caregiver) 또는 두 다른 
맥락에서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때라도,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거의 그러지 않는다.48 
언어는 2문화(bicultural) 아동의 맥락-의존 사회화에 대한 가장 현저한 표지지만,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학습하는 행동의 다른 변화가 역시 두 다른 맥락에 대해 선택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이다; 이 관점은 라프롱브와즈(LaFromboise), 콜먼(Coleman), 그리고 거튼(Gerton)(1993)이 
제안한 2문화주의의 변화 모형과 비슷하다.  행동에 덧붙여, 인지와 정서적 응답의 패턴은 
서로간에 “맥락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49  맥락의 신호(cue)가 촉발할 수 있다.  
콜러스(Kolers)에 의하면(1968/1975), “많은 2언어(bilingual) 사용자는 같은 경험에 대해 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에서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정서로 응답한다고 말한다”(p.190).  
그러므로, 한 언어를 집에서 다른 언어를 집 밖에서 사용하는 2언어 아동들에게는, 가정 언어는 
집에서 일어나는 행동, 인식, 그리고 정서적 응답과 맥락상으로 연결될 것이고, 다른 언어는 집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연결될 것이다. 

 
맥락과 성격 
 
단지 한 언어만 사용하는 아이가 집과 집 밖의 행동 차이가 그리 분명하지 않더라도, 역시 행동, 

인식, 그리고 정서에서 맥락에 연결된 패턴을 발달시킬 것이다.  개인이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다른 개인의 모습(personas) 또는 자아들(selves)[5]을 채택한다는 관찰은 새롭지 않다; 윌리엄 
제임즈(William James)가 1890년(p. 294)에 상당히 명확하게 말했으며, 그 이후 여러 번 
재등장했다. 50   한 개인의 교대적인(alternate) 성격들이 각각 경과적인 유사성 이상을 띤다는 
점은 여러 번 밝혀졌다. 51   상황을 가로질러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 유사성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교대적인 성격들은 일란성 쌍둥이들이다 –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기질 면과 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특성들은 한 맥락에서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모든 맥락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특성들은, 신체적 외모를 
포함하여, 모든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모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특성(e.g. 사회적인 기질, 마음을 끄는 미소)을 지닌 아이들에게는 다른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아이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갖는 경험은 매우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 개인의 성격은, 여기서 정의하는 대로, 환경적 영향이 발달 중에 근거가 되고 그에 따라 

조정되는 내적 토대(substratum)로 구성된다.  더 정확하게는, 그 성격은 두 가지 성분이 있다; 
어디 가든지 그 개인을 따라다니는 유전적 성분과, 맥락에 특이한 환경적 성분이다.  개성의 
맥락-특이적 성분을 언급하기 위해 행동적 체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언어 또는 액센트를 포함하여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얻은 행동 패턴, 그리고 그 맥락과 

                                          
[4] 여기서 논의하는 ‘언어’는 사회화 행동의 패러다임적인 사례다.  언어 습득은 어떤 면에서 다른 종류의 

학습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 그것으로 인간이 독특하게 볼 수 있는 특수화된 기술이기 때문이

다(Pinker & Bloom, 1992).  그러나, 언어를 특별한 방법으로 습득한다 해도, 아이가 다른 한 언어에 비해 
어느 언어를 (또는 액센트나 단어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동기들은 언어에 특유하지 않다. 

47 Baron, 1992 
<6> 원문에는 ‘she’로 되어 있다.  저자가 여성형을 사용한 이유는 ‘politically correctness’다. 
48 Genesee, 1989; Lanza, 1992 
49 Rovee-Collier, 1993, p.133 
[5] 자아들(selves)이란 단어는 자기 존중(self-esteem) 또는 자기 개념(self-concept)과 같은 중개 변수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행동을 제어하거나 영향을 준다고 믿는 이론가들이 자주 사용한다.  이 종류의 변수들은 
GS 이론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50 Deaux & Major, 1987; Mischel & Shoda, 1995 
51 Carson(1989)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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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고 경험한 다양한 인지와 정서(e.g. 자기 존중)다. 
다른 맥락에서 교대적인 행동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성격은 어느 정도까지는 맥락 특이적이다.  

다른 맥락에서 갖는 경험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대적 행동적 
체계들은 아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성격이 안정적이란 것은 이치에 맞는다. 

 
전통적 사회에서 코드 전환 
 
2문화 아동은, 두 다른 문화의 관습과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데, 이는 현대의 이동이 잦은 

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부터 아이가 풀어야 할 과제였을 것이다.  
수렵채집(forager 또는 hunter-gatherer) 사회에서, 집단은 작은 경향이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혈연적] 관련이 있다.  통례적으로 집단 밖에서 결혼 상대를 찾았으며, 자주 
교환(barter) 또는 전쟁을 통해서였다.52  인간 사회의 대다수가 부계(patrilocal)기 때문에, 집단에 
신참자가 되는 사람은 여자 쪽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녀는 다른 방언 또는 다른 언어마저 썼을 
수 있다.  그녀의 관습은 집단과 다를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의 아이는 어머니 및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성공적으로 교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서구 사회의 아이와 달리, 수렵채집 사회의 아이는 두 완전히 분리된 맥락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  수렵채집 아이에게는 가족과 가족 바깥의 환경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겹치는 부분이 많고 사생활(privacy)이 없다. 53   집이 사적으로 바뀐 것은 최근의 
혁신이며, 400년이 채 안 된다.54  현대의 도시화한 사회들의 아동들은 ‘집 밖의 세계’와 ‘사적인 
집’의, 거의 겹치지 않는 두 환경 사이를 왕복한다.  그들은 각 환경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GS 이론은 주로 가정 밖의 사회화에 관계한다.  이론에 따르면, 집 밖의 사회화는 개인 사이의 
일대일 상호작용의 결과보다는 일차적으로 집단적 과정이다.  다음 부분에서 나는 집단의 내부와 
집단간 행동에 대한 관련된 발견을 살펴보고, 이 발견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 몇을 논하며, [GS] 
이론을 소개하겠다. 

 
집단 과정(Group Processes) 

 
둘은 동료(company)고, 셋은 군중(crowd)이다.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는 둘은 일대일 관계다.  

어떤 방식으로 서로간에 연합하거나 몇 사회적으로 관련 있는 차원을 따라 서로간에 비슷하다면 
셋 또는 그 이상은 한 집단(group)이다.  집단의 행동이 개개인의 행동에서부터 중요한 방식으로 
다르다는 점은 오랜 동안 사람들이 인식해 왔다. 

 
집단 행동의 기본적 현상 
 
이 부분에서 묘사하는 집단 내부와 집단간 행동의 현상은 확고하다; 이는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험실 조건에서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집단을 좋아한다.  

이것은 놀랄 정도로 보여주기 쉽다.  타즈펠(Tajfel)(1970)은 학교에서 이미 알고 지내던 소년들을 
실험실로 데려왔다.  그는 소년들이 화면 위에 번쩍인 점의 수를 세도록 했다.  그렇다고 알려진 
소년들의 응답에 기초하여(하지만 사실은 임의 선정이었다) 실험자는 소년을 두 팀으로 나누었다; 
각각에게 비 로, 절반에게는 ‘과대 평가자(overestimator)’로, 나머지 절반에게는 ‘과소 
평가자(underestimator)’라 알려주었다.  다음에 각각의 소년에게 실험실의 다른 소년들에게 돈을 
어떻게 나눠 줄지 물어보았다.  각 소년이 보상 받는 데 문제가 없었고 누가 각 팀에 속했는지 
알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다른 팀보다는 자신의 팀에 보상을 더 주었다.  나중의 실험에서는 55 

                                          
52 Wilson & Daly, 1992 
53 Draper & Cashdan, 1988 
54 Hareven, 1985; Rybczynski, 1986 
55 Billig & Tajfel,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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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나누기 위해 가상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도 없음이 밝혀졌다; 참가자들은 공개적으로 임의로 
팀을 지정 받았는데, 그들은 그 때도 자신의 팀을 선호했다. 
외집단 적대감(out-group hostility).  가끔 내집단을 좋아하는 경향에는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따라다닌다.  두 고전적인 실험이 생생한 실례를 제공한다; 죄수와 교도관 연구 56 , 로버스 
케이브(Robbers Cave) 연구가57 그것이다.  두 연구는 주의 깊게 선정한 약 20여 명의 젊은 남자 
참가자로 인구학적으로 균일한 사람들을 임의로 두 팀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는 강하게, 심지어 
폭력적으로, 팀 간에 적대감이 나타났다.  로버스 케이브 여름 캠프에서 11세 소년들의 경우에, 
‘래틀러(Rattlers)’와 ‘이글(Eagles)’ 사이에 두 팀이 심지어 서로를 만나기도 전에 적대감이 
명백했다; 래틀러가 이글이 멀리서 노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녀석들을 쫓아내기를” 
원했다.58 
집단간 대조(between-group contrast).  윌더(Wilder)에 의하면(1986), “단지 그 집단이 있다는 것 

외에 그런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집단 간의 차이를 가정하기 시작한다.  
더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미 가정한 집단 간의 차이의 정도를 더 키우려고 행동한다.”(p. 50)  
여기서 문제삼은 ‘사람들’은 집단 그 자신의 구성원들이다.  로버스 케이브 실험에서, 이글은 다른 
팀인 래틀러가 “저주의(cussing) 말을 항상 내뱉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59   
집단 내부 동화(within-group assimilation).  래틀러 팀이 채택한 집단 규범(group norm)은 

“씩씩해(tough)”지는 것을 포함했다 – 여자 같아지는(sissy) 것이 아니었다.60  한 래틀러 팀원이 
작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울지 않았는데, 이글 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울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아이들의 집단에서는, 집단 규범은 자주 비순응자(nonconformist)를 조소하면서 강화된다. 61   더 
나이 먹은 집단에서는, 공공연한 “또래 압력(peer pressure)”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  집단 
순응성(conformity)에 대한 애슈(Asch)의 실험(1952/1987)에서는 대학생 나이의 참가자들에게 
어떤 압력도 없었다.<7>  그 피험자의 관점에서는, 일어난 모든 것은 그 방에서 일곱 명의 다른 
“피험자”들이 – 사실 실험자와 미리 짰다 – 명백히 틀린 개념적 판단을 만장 일치로 준 것 
뿐이다.  순응하려는 강요는 피험자 안에서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피험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을 느낀다.  다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 때문이다.”라 애슈는 말한다. (p. 462) 
집단 내부의 차별화(Within-group differentiation).  한 집단을 만든 개인들은 똑같지 않고 내부

에서 대체 가능하다(interchangeable).  모든 집단 내부에서는 사회적 위치와 지배에 차이가 있

다.62  래틀러와 이글 중에, 하나 또는 두 소년들이 비록 그 위치를 짧게만 유지할 수 있었고 지

위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간주했다.  그 소년들은 마찬가지

로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을 차별화했다; 래틀러 한 명은 팀의 광대 역할을 맡았다; 다른 하나는 
알몸으로 수영한 첫 주자였기 때문에 ‘누디(Nudie)’란 별명으로 불렸다.63 [v 1.2 ; 교정 끝 부분 ] 

 
집단 과정의 사회-인지 이론들 
 
집단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와 비슷해지고(동화) 같은 시간 안에 

달라지는(차별화) 역설적인 발견을 포함하여, 위에 묘사한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한 유망한 접

근법은 터너(Turner)(1987)가 제안한 자기-범주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한 독특한 개인

에서 인간까지 모든 범위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자신을 범주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관심이 있는 이 범주의 그 부분은 독특한 개인에서 시작하여 한 여성,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생

(college student)과 같은 다양한 소집단 또는 겹치는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을 통해 확대된다. 
터너(1987)에 의하면, 개인으로서 자기 범주화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범주화를 하는 사이

                                          
56 Zimbardo, 1972. (See http://en.wikipedia.org/wiki/Stanford_prison_study and http://www.prisonexp.org/ ) 
57 Sherif, Harvey, White, Hood, & Sherif, 1961 (See http://en.wikipedia.org/wiki/Robbers_Cave_Experiment ) 
58 Sherif et al., 1961, p. 78 
59 Sherif et al., 1961, p. 106 
60 Sherif et al., 1961 
61 Adler, Kless, & Adler, 1992 
<7> See http://fischer.egloos.com/4521007 or http://en.wikipedia.org/wiki/Asch_conformity_experiments. 
62 Hartup, 1983 
63 Sherif et al.,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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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연속성이 있다(continuum).  이 연속성 안에서 [어느 한 편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한 주어진 
시점에서 어느 특정한 자기 범주화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범주의 상대적 중요성이다.  그 
사회 범주의 중요성은(따라서 한 사람의 자기-범주화는) 고도로 상황에 특이적(situation-specific)
이며 시간 및 다른 맥락에서 변화한다.  그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주가 동시에 – 실제적 또

는 상징적으로 - 나타나는”(p.120) 비교에 따라 더 강해진다.  예를 들어, 사회적 범주 성인은 범

주 아이의 구성원이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여성은 남성이 있을 때 그렇다. 
개인들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범주화할 때, 그 집단으로 자신을 규정짓고 그 “적절

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규칙, 표준, 그리고 신념”을 수용한다.64  이것이 집단 내부 동화의 근원이

다.  사람들이 자신을 개인으로서 범주화할 때 차별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두 과정은 상호 배

타적이 아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은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다 – “반대로, 그들은 대

부분의 시간 동안 동시에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p.50).  터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정체

성-집단 정체성 연속체의 중간에서, 즉 ‘나’와 ‘우리’ 사이의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믿는다. 
터너에 의하면, 이 과정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존중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려는 동기

다.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동기 부여되며, 자신을 여자 대학생으로 범주화한 사

람은 그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동기 부여된다.  집단 평가는 상대적이어서, 다른 집단과 
그녀 자신의 집단을 비교하고, 다른 집단과 다르고 더 낫다고 평가하도록 역시 동기 부여된다.  
그녀 자신의 집단이 더 나아서 구별된다고 보는 경향은 집단간 대조(두 집단간 차이를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차이를 더 벌려 놓는다)와 내집단 선호(어떤 환경에서는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낳는다)를 유발한다.  따라서, 터너의 이론은 집단 사이와 그 내부 행동의 모든 주요한 현상들에 
대해 말하는 것과 약간 연관이 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하는 다른 두 사회-인지 이론은 테서(Tesser)의 자기-평가 유지 이론과 

브루어(Brewer)의 최적 차별화(distinctiveness) 이론이다.  테서의 (1988)의 이론은 스카(Scarr)와 
그래젝(Grajek)(1982)이 “틈새 골라내기(niche picking)” – 집단 내의 사람들이 (특히 가족 같은 
작은 집단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영역에서만 자신들을 차별화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형한다는 
방법 - 라 불렀던 것을 설명해 준다.  브루어의 65  이론은 사람들이 동화와 차별화라는 그들의 
모순적인 필요를 화해시켜야만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크고, 포괄적인 집단의 구성원들은 
더 작은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자신들을 차별화하도록 동기 부여가 더 된다. 

 
다른 영장류의 집단 행동 
 
바로 위에서 기술한 이 세 사회-인지 이론들은 인간 집단의 행동 현상을 설명하도록 제안되었다.  

그러나, 같은 현상이 인간 아닌 영장류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자연 상태의 침팬지에서, 피험자를 
임의로 두 집단으로 나누는 실험과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66   구덜(Goodall)이 관찰하던 침팬지 
한 무리가 그들 내부에서, 두 작은 집단으로 갈라졌다.  약 1년 뒤, 그 두 집단에서 살인적인 
전쟁이 터졌다; 결국 한 집단이 다른 편을 절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러셀(Russell)이 결론지은 
대로(1993), “침팬지는 인간처럼 ‘그들’에 대해 ‘우리’로 세계를 나눈다.”(p.111) 

‘그들’에 대한 침팬지의 적대감은 어떤 이상한 것에라도 공포 또는 공격성을 보이는 일반적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구덜(1986)이 관찰하던 침팬지 무리를 소아마비 유행이 덮쳤고 
두셋 정도가 부분적으로 불구가 되었다.  구덜에 따르면, “처음 이 불구자들을 다른 침팬지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극도의 공포로 반응했다; 공포가 커지며, (불구자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점차 공격적이 되었다.”(p.330) 
인간처럼, 침팬지는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산다.  거의 모든 비인간 영장류 집단에서, 지배 위계 구조 내의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개별 동물이 시도하기 때문에 빈번한 투쟁이 있다.  재미있게도, 
지배를 위한 집단 내 투쟁들은 공격성이 다른 무리의 구성원 같은 외부 목표를 향해 돌려지면 

                                          
64 Turner, 1987, p. 1 
65 1991; Brewer & Weber, 1994 
66 Goodal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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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멎는다.67  사람에서는, 이 발견을 집단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동기 부여에 관한 고려 
 
터너에게는, 집단의 과정 이면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은 개인의 자기 존중감을 늘리려는 

욕망이다; 테서에게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유지하려는 필요이다; 브루어에게는, 최적 차별화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 집단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동기들 중 무엇도 집단 내부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정서를 설명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브루어(1991)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은 집단 차별성을 위해 죽는다”(p.475)  자기 존중감을 위한 욕망이 –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듯한 동기다 – 로버스 케이브 여름 캠프에서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이 보여 준 강렬한 정서와 전쟁 같은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인지적 고려 
 
집단 과정의 사회-인지적 이론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그 이론들이 인지적으로 더 고도로 

세련된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터너(1987)는 그의 이론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지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로서 사회적 정체성의 본성에 대한 인지적(또는 사회-인지적) 
작업”(p.24)이라고 묘사했다.  고차적인 인지 과정이 인간의 집단 행동에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문이 없다; 침팬지의 집단 애착을 ‘과대 평가자’라 언급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다.  
한 집단은 범주며 한 범주는 일종의 개념이기 때문에 68 , 몇(some) 형태의 인식이 명백히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나, 한 범주는 매우 간단한 종류의 개념이다.  범주화는 기억 상실증을 
보이는 뇌가 손상된 환자들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왔고 69 , 비둘기들에게도 있다고 한다. 70  
논리적으로, 집단 행동의 기본적인 “우리와 그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 단지 두 인식 과정이 
필요하다; (a) 적어도 두 범주를 만들 수 있는 범주화, 그리고 (b) 그 중 한 범주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집단 행동의 다른 현상은 – 정서적인 면에서 – 인식적 설명이 필요 없다.  
간략히 말해서, 사회적 인식 이론들은 지력(brain power)을 미리 너무 많이 가정했고 정서적 힘을 
너무 적게 묘사했다. 

 
진화론적 고려 
 
이론가들의 야망은 가정을 가능한 최소로 줄이면서 자료에서 가장 많은 가능한 양을 설명하는 

것이다.  단지 두세 개의 간단한 “법칙”을 가정하고 인간과 다른 동물의 행동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한다면, 스키너(Skinner)가 유기체의 행동(1938)에서 그랬듯이, 대단히 우아한 
지적인 시도다.  불행하게도, “세계가 실제적으로 간단하거나 간단한 설명들이 복잡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경험적인 증거는 불충분하다.”71 
진화 심리학자인 버스(Buss)(1991) 및 코즈미디즈(Cosmides)와 투비(Tooby)(1992)는 인간 

행동을 넓은 다양성을 지닌 기능에 봉사하는 만능의(jack-of-all-trades) 기전들(조작적 조건화<8> 
같은) 소수의 측면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인체는 특정한 적응적 문제를 풀기 
위해 특수화된 기관을 담고 있다 – 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폐는 혈액에 산소를 넣는 등등이다.  
유사하게, 우리 조상들이 만났고 우리의 조상이 되기 위해 풀어야만 했던 특정한 적응적 

                                          
67 de Waal, 1989; Russell, 1993 
68 Fiske & Taylor, 1991 
69 Knowlton & Squire, 1993 
70 Wasserman, 1993 
71 Oreskes, Shrader-Frechette, & Belitz, 1994, p. 645 
<8> operant conditioning ; http://en.wikipedia.org/wiki/Operant_conditioning.  ‘스키너 상자’는 유명하다. 
<9> 코즈미디즈와 투비,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등은 이 특화된 기전을 ‘모듈(module)’이라 하며, 이런 

기전들이 매우 많다고 가정한다.  이것을 ‘대량 모듈 가설(massive module hypothesis)’이라 하며 진화심리

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http://fischer.egloos.com/430578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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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풀도록 진화해 왔고 특화된 심리학적 기전들이 있다.<9>  집단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에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목적을 갖는 기전들의 많은 부분이 집단 행동에 
관계한다. 
버스(1991)는 그 문제들을 풀도록 설계된 특정 목적의 심리학적 기전이 있을 만한 몇 가지를 

열거해 왔다; 그의 목록에 포함된 것들은 “협력하는 집단에 참가하는 것”, “반대 성(性)의 
바람직한 구성원에 접근할 기회를 얻기 위해 같은 성의 구성원들을 이기는 것”과 “협력과 
상호성(reciprocity)으로 특성 지을 수 있는 일대일 관계를 시작하는 것”(p.465)이 있다.  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다른 일들을 – 한 집단에 가입하고, 그 집단 내에서 지위를 얻고, 
성공적인 일대일 관계를 만드는 것 –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다른 종류의 입력에 응답하는, 세 
가지 분리된 기전이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른 동기적 ‘채찍과 당근’을 
이용하며 다른 발달적 궤적을 따른다.  그들이 상호 배타적이라 기대할 이유는 없다. 
진화 심리학은 집단 과정들의 정서적 힘(생존 또는 번식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진화한 적응들은 

강한 정서들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과 더 고도의 심적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실을(특수한 목적의 장치는 특정한 일들을 최소한의 설비로 수행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집단 사회화 이론의 가정들 
 
진화 심리학자들의 시각을 수용한다고 집단 과정들의 사회-인지적 이론들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터너(1987), 테서(1988), 브루어(1991)의 이론들은 침팬지 집단에서는 없고 사회-인지적 설명을 
요구하는 인간 집단 행동의 측면을 잘 묘사해 준다.  인간은 동시에 많은 집단에 속할 수 있고, 
상대적 중요성이 바뀌는 데 대응하여 1인치도 움직이지 않고 충성의 대상을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바꿀 수 있다.  한 자리에 전혀 모이지 않고 그 구성원을 다 만나지 않았더라도[6] – 
아니면 그 문제에서는 구성원을 전혀 만나지 않았더라도 - 사람들은 한 집단으로 정체성을 
갖는다. 

GS 이론은 터너, 테서, 브루어가 묘사한 현상이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기초에 근거한 
[진화적으로] 공들인 노작(elaboration)이라고 인간의 집단 행동을 보는 시각에 기초한다.  이 
기초는 인간이 다른 영장류와 공유하는 네 가지 사전에 설정된 경향, 또는 진화적 적응들로 
구성된다.  첫째 집단 참여며, 내집단 선호의 기초이다.  둘째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적대감으로, 내집단 선호와 결합하여 외집단 적대감을 낳는다.  셋째는 집단 내 지위 획득을 위한 
조작(jockey)이다.  집단 내 지위를 개선하면 희귀한 자원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넷째는 
우리가 찾고 형성하도록 하는, 접한 일대일 관계이다.  나는 여기에서 영장류 집단에서 
일상적이고 오래 가지 못하는 전략적 연합을 언급하지 않는다; 사랑을 언급하겠다.  인간 외의 
영장류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자손들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표 1에 GS 이론의 가정들을 요약했다.  이 중 몇은 – 특히 성격 발달의 맥락 특이성 – 앞에서 

논했다.  다른 것들은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명확히 하겠다. 
 
아이들의 집단 
 
인간의 집단 참여에서 첫 단계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피아제(Piaget)가(1952) 

범주화 능력은 어린 시절(toddlerhood)에 성취한다고 믿었으나, 더 최근의 증거는 
유아기(infancy)에 그것이 이미 있다고 제안한다.72  사실 비둘기가 범주화할 수 있다면73, 인간의 
유아가 그렇게 못 한다면 이상할 것이다. 

                                          
[6] 인간들이 집단의 모든 멤버를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없었음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사실이었음이 틀림없

다.  대략 3,000년 이상의 전에 일어난 예리고의 전투 전에, 여호수아는 그 마을의 성벽 밖에서 낯선 사

람 하나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던진 첫 질문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

느냐”(여호수아기 5장 13절)였다. 
72 Eimas & Quinn, 1994;Mandler, 1988,1992 
73 Wasserm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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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범주화할 때, 세 가지 주요한 단서는 나이, 성별, 인종이다.74  아이들은 
취학 연령 전에는 인종 분별을 하지 않는 듯하지만75, 나이와 성 차별은 아주 일찍부터 한다.  유 

 
표 1. 집단 사회화 이론의 가정 

성분(component) 가정(assumption) 

맥락-특이적 사회화

와 성격 발달 
1. 아이들은 집과 집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따로 배운다. 
2. 개성은 내적인 핵심 외에, 습득하고 맥락 특이적인 행동 체계로 구성된다. 
3.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집 밖의 행동 체계는 집 안의 체계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결국에는 성인의 인성 중 하나가 된다.  

가정 외 사회화의 근

원 
1. 진화적인 이유에 의해, 영장류는 집단에 가입하고 거기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2. 인간은 하나 이상의 집단에 소속감을 갖는 능력이 있다; 어느 주어신 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한다. 
3. 집 밖에 있을 때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은 또래 집단이다 – 집단의 다른 

사람이 나이, 성별, 민족, (청소년기에) 능력과 취미 같은 사회적으로 관계 있는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4. 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은 그 집단의 태도와 행동 규범을 취하는 결과를 일으킨다.  
이것은 동화를 유발하는 집단 내 과정이다 – 집단 구성원들은 더 닮게 된다. 

집단 과정을 통한 문

화의 전달 
1. 부모는 그들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문화는 부모의 또래 

집단(그리고 다른 문화적 근원)에서 아이들의 또래 집단으로 전해진다. 
2. 또래 집단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승인해야만, 아이들은 집에서 

배운 행동을 또래 집단으로 전달한다.  비전형적인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그들의 
비전형적 가정의 행동을 또래 집단으로 전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또래 집단은 성인 문화의 다양한 면을 고르고 거부하며 자신만의 
문화적 혁신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한다.  아동기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이 창조한 이런 문화들을 통해 움직인다. 

집단 사이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집단 사

이의 과정 

1.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적대감은, 진화를 통해 얻었으며 인간과 다른 영장류에서도 
관찰되는 적응적 기전에서 나온다. 

2. 인간의 경우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적대감은 집단 대비 효과를 낳는데, 이는 
집단간의 차이를 키우거나, (차이로) 시작할 것이 없으면 차이를 만든다. 

개인 사이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집단 내

부 과정 

1. 집단 내부의 지위 위계는 – 지배력 또는 사회적 힘의 차이 – 모든 영장류 
집단에서 존재한다.  지위의 차이는 영속하는 경향이 있고, 인간에서는, 성격에 
지속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또래 집단 내에서 사회적 비교는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개인을 [특정] 유형으로 조형하는(typecasting) 
결과를 낳는다. 

동화와 차별화 1. 집단 내부의 동화와 집단 간의 대조는 집단 정체성이 현저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집단 정체성은 다른 집단이 있을 때 가장 현저하다. 

2. 집단 내부의 동화와 집단 내부의 차별화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다.  아이들은 어떤 
방식(사회화)으로 또래와 더 닮게 될 수 있고, 같은 시간 동안 다른 방식으로 덜 
닮게 될 수도 있다. 

 
아들이 남자와 여자76, 성인과 아이77 사이를 한 살 전에 범주적으로 나눈다는 증거가 있다.  

 “나와 비슷하다(like me)”78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호 애착의 신호도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한 살(year-old) 유아들은 다른 유아들에게 흥미를 갖고 끌리는데 – 전에 본 일이 없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 그 나이에 그들은 낯선 성인들을 경계한다. 79   2세까지, 동성의 아이들에 대해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80 
모든 영장류의 어린 개체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린다.  자신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자마자, 

                                          
74 Fiske, 1992 
75 Hirschfeld, 1993; H. W. Stevenson & Stevenson, 1960 
76 Leinbach & Fagot, 1993; Walker-Andrews, Bahrick, Raglioni, & Diaz, 1991 
77 Brooks & Lewis, 1976 
78 Diamond, LeFurgy, & Blass, 1993 
79 Brooks & Lewis, 1976; Eckerman & Didow, 1988 
80 Fago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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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유아들은 다른 어린 원숭이와 놀기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 81   어린 비비(baboon), 붉은 
원숭이(rhesus macaques), 랑구르 원숭이(langur), 오랑우탄은 자신의 무리에 놀이 상대가 없으면 
다른 무리의 어린 동종 개체와 놀려고 무리를 떠날 것이다.82   
인간의 경우 아이 양육 관습과 부모-유아 상호작용 패턴은 문화 간에 폭넓게 변하나83, 아이가 

노는 집단은 보편적이다.  주어진 지역에서 아이들의 수가 적으면, 놀이 집단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일 것이다; 수가 더 커지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집단으로 갈라진다. 84   여자 아이들의 집단은 – 둘이나 셋씩으로 85  – 잘게 쪼개지는 경향이 
있지만, 둘이나 셋의 이런 불안정한 모임은, 나이, 성별, 다른 국소적으로 관계 있는 요소로 
정의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안정적 사회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로 거의 항상 구성되어 있다. 8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범주, 또는 심리학적 집단이다. 87   한 장소에서는 닮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한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범주화한다. 
수렵 채집인과 작은 마을 사회의 혼성 집단은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들, 반(半)-형제자매들[동복 

혹은 이복 형제자매들], 사촌들, 어린 고모와 아저씨들로 구성(또는 포함)된다.88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위해 많은 수로 모인 사회에서는, 집단이 일반적으로 같은 나이면서 [혈연] 관계가 없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도시화된 사회의 재학 연령의 아이들은 집에 있지 않을 때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집단에서 보낸다. 89   나이별 분리는 교육 체계가 정해 
놓았지만, 성별 분리는 아이들 자신이 만들고 유지하며, 어른이 허용하지 않는 앞에서도 그렇다.  
점심 식당에서, 허용된다면 교실에서도, 그들은 분리된 성별 집단으로 갈라질 것이다; 여자 
아이들의 식탁과 남자 아이들의 식탁이 양편으로 나뉘어 있을 것이다.90  만약 학교[의 학생들]가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섞여 있다면, 아이들도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분리된 집단으로 
나뉘겠지만, 성별 분리가 우선한다.91 
청소년기에 성별 분리는 붕괴된다; 청소년들은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더 작은 집단으로 나뉜다.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운동 능력, 사회적, 또는 학문적 관심과 능력; 인종 분별, 민족성, 사회적 
계층; 마약 사용이나 일탈 성향과 같은 기질 등에 근거한다.92 

GS 이론에 의하면, 도시화한 사회들에서는 가정 외부의 사회화가 이런 또래 집단에서 – 아동 
중기의 성별로 분리된 집단, 청소년기의 군중 또는 무리에서 – 일어난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을 범주화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터너(1987)의 심리학적 집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심리학적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그들은 자신을 거기에 

사회적 비교와, 규범(norm) 및 가치를 얻기 위해 주관적으로 연관을 짓는다… 거기서 그들의 규칙, 

표준과 적절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신조를 획득하고… 그것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pp.1~2) 
 
이것은 사회화에 대한 좋은 묘사기도 하다. 
 

 문화적 전달(Cultural transmission) 
 
 플로민과 렌드(Rende)(1991)는 “개인 대 개인(individual-by-individual) 기초에서”(p.180) 환경적 

                                          
81 Napier& Napier, 1985 
82 Fagen, 1993 
83 Leiderman, Tulkin, & Rosenfeld, 1977; Whiting, 1963 
84 Edwards, 1992; Maccoby, 1990; Schlegel & Barry, 1991 
85 Maccoby & Jacklin, 1987 
86 Hallinan, 1992 
87 Turner, 1987 
88 Edwards, 1992 
89 Hartup, 1983 
90 Sadker & Sadker, 1994; Thorne, 1986 
91 Schofield, 1981 
92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Eckert, 1989; Schofield,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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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도록 추천했다.  코사로(Corsaro)와 에더(Eder)(1990)는, 
대조적으로, 발달 심리학이 개인에 대한 배타적인 집중 때문에 발이 묶여 왔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 개인에 대한 강조에서 자유로이 깨어나는”(p.217)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애슈(1952/1987)는 
거의 40년 전에 비슷한 충고를 했다; “우리가 사람들의 독특한 측면에서 그들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 옳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개인이 속한 집단의 관계를 
무시하면서도 그를 올바르게 보는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잘못이다.”(p.238) 
이 두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그림 1에 묘사했다.  위의 그림(그림 1A)이 로우(1994)가 문화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는 시각을 요약한다.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많은 근원에서 – 부모, 교사, 
다른 아이들 – 문화적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은 개인 대 개인 관계를 기반으로 
전달된다.  GS 이론(그림 1B)은 다른 전달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집단 대 집단이다; 부모의 
집단에서 아이들의 집단으로 전달된다. 

 

어머니1

아버지1

선생

또래

아이1

A

B

부모1
부모2

부모3

부모4

부모6

부모5

아이1
아이3

아이2

아이5

아이6

아이4

선생

부모의 집단 아이의 집단

그림 1. 한 세대에서 다음으로 문화가 전달되는 현상에 대한 두 시각.  아래 첨자는 같은 가족에 속한
개인들을 표시한다.  A; 아이는 많은 전달원에서 지식과 행동을 습득한다; 전달은 개인에서 개인으
로 일어난다(Rowe, 1994).  B; 전달은 집단에서 집단으로 일어난다(집단 사회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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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또래 집단 
 
그림 1B에 보인 모형에 따르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아이들뿐이 아니다; 성인들도 역시 

그렇다.  특히, 그들은 서로의 아이 양육 방법에 영향을 준다.  아이 양육에 대해 개인이 그의 

부모에게 배운다는 주장이 자주 있었지만, 같은 사회적 계층, 민족 집단, 또는 이웃의 구성원인 
여성 집단은 그들의 자녀 양육 관습에서 부모보다는 서로를 더 닮는다.  자식 양육 관습과 
가치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바뀔 때 매우 크게 변하며 93 , 이것은 발전된 사회 외에서도 
진실이다.  케냐에서, 구시(Gusii) 유아들은 더 이상 코를 막고 잡곡 죽을 빨아먹으라고 강요받지 
않는다. 94   멕시코에서는, 유카텍 마야(Yucatec Maya) 여성들이 자신들은 젖을 직접 빨며 
자랐지만, 어머니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을 젖병으로 먹인다. 95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아이를 젖으로 먹일 가능성은 민족 집단과 대학에 갔는지에 따라 변한다.96 
어머니의 또래 집단은 – 모성 지지 네트워크(maternal support network)라고도 알려져 있다 – 

부모 역할의 사회적 규범과 정보를 전달한다.97   이런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부모 
역할이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육체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여 사회적 규범을 더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98  이 네트워크는 친척과 먼 친구를 포함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 같은 이웃에 살고 
그 아이들이 같은 학교나 일일 위탁(day-care) 센터에 가는 같은 사회 계층의 어머니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같은 이웃에 살고 같은 학교에 가는 주어진 같은 사회 계층의 아이들이 
공통된 자녀 양육 방법과 가치를 공유하는 부모들에게 양육되는 경향이 있다. 99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가(1986) 묘사한 이웃과 커뮤니티 효과는, 여기서 계층과 부모 
역할의 문화적 지역 차이 및 아이들 자신의 또래 집단의 지역적 차이로 돌릴 수 있다. 

 
아이의 또래 집단 

                                          
93 Alwin, 1988; Wolfenstein, 1953 
94 LeVine & LeVine, 1988 
95 Howrigan, 1988 
96 Bee, Baranowski, Rassin, Richardson, & Mikrut, 1991 
97 Salzinger, 1990; see also Riley, 1990 
98 Melson, Ladd, & Hsu, 1993; Salzinger, 1990 
99 Corsar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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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

부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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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5

아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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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3

아이5

아이6

부모7

부모의 집단 아이의 집단

그림 2. 집단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집단의] 부모들의 집단의 성원이 아닌 아이는 아
이들의 집단에서 그 지역의 언어와 관습을 획득한다. ( 대응하는 아래 첨자는 같은 가족에 속한 개
인들을 표시한다.)

아이7

아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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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에 보인 것처럼, 문화적 전달의 경로는 부모의 집단에서 아이들의 집단으로 향한다.  

주어진 같은 또래 집단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또래 집단도 같을 것이다; 따라서, 집에서 
아이가 배우는 행동과 태도의 대부분은 집단의 다른 아이들이 역시 배울 것이다.  GS 이론에 
의하면, 집단의 아이들 대부분에게 공통인 어떤 행동 또는 태도도 전체적으로 그 집단에서 
수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 그것들을 따르도록 강요를 받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 예로, 아이들의 대다수가 영어로 말하고 집에서 숟가락과 포크로 
먹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영어를 말할 것이며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스푼과 포크로 먹을 것이다.  
그 집단에 공통된 다른 사회적 영향들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어떤 TV 
쇼를 본다면, 그들이 놀 때 그 쇼를 끼워 넣을지 모른다 100 ; 예외적인 교사는 한 반의 아이들 
모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101; 이 결과들은 문화가 부모들, 교사, 또는 미디어에서 개개의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GS 이론에 의거하면 전달은 직접적이 
아니다; 개개의 아이들에게 문화가 전해지는 것은 먼저 아이의 집단이란 필터(filter)를 통과한다. 
또래 집단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TV 쇼를 보는 가족들에 속하는 한, 이 

가설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통상 아이들이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집에서 또는 서로에게 배우는지 
말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느 이민 온 아이를 생각하자; 부모가 영어를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집에서 스푼과 포크를 쓰지 않을지 모르며, [다른 아이의] 부모들의 또래 집단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에 묘사한 대로, 그 부모의 아이는 그녀의<10> 또래들에게서 그 곳의 언어와 관습을 
선택하고, 그녀가 집에 없을 때는 그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또래들의 
부모들에게서 그것들을 배워 온다.[7]  

 가장 흥미로운 경우는 또래 집단의 아이들이 공통된 문화 또는 언어를 갖지 않았을 때다.  그 
경우에, 그들은 하나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비커튼(Bickerton)(1983)은 1800년대 후반 하와이로 
이민 온 사람들의 아이들에서 이 과정을 관찰해 왔다.<11>  부모들의 세대는 설탕 
농장(plantation)에서 일하기 위해 보내졌는데,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왔으며 공통된 언어가 
없었다.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그들은 피진(pidgin)을 사용했는데 전치사, 문장, 동사 형태, 
표준화된 단어 순서 등이 부족한 초보적인 언어다.  피진을 말하는 각 사람들은 약간 다르게 
말하며, 그것은 각 사람들의 모국어에 의존한다.  1900년과 1920년 사이에, 하와이에서 새로운 
언어가 진화했다; 크레올(creole)로, 피진에 바탕을 둔다.  이것은 완전히 발달한 언어였으며,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아이들이 그것을 말했다.  이 아이들은 부모들에게서 
그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부모들은 피진이나 모국의 언어를 말했다.  비커튼(1983)에 의하면, 
아이들 자신이 그것을 발전시켰다.  부모들의 피진은 그들의 국가적 배경에 따라 달랐으나, 
주어진 집단의 아이들은 모두 같은 형태의 크레올을 말했다.  언어학자도 말에서는 그들의 
국가적 배경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었다.  반대로 그 크레올 언어가 시간에 따라 진화했기 
때문에, 집단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  각 집단이 그들의 어린 시기와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 
그들이 말했던 형태(version)를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비커튼은 중년과 더 나이 먹은 
성인들을 인터뷰하여 이 언어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조상의 
언어를 유지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래들의 공통적 언어를 모국어로 
채택했다”.102 

 
또래 문화 

                                          
100 de Marrais et al., 1994; Lasater & Johnson, 1994 
101 E. Pedersen, Faucher, & Eaton, 1978 
<10> 원문에는 ‘her’와 ‘she’로 되어 있다.  이유는 <6>과 마찬가지다. 
[7] 이 설명은 (이민 온) 다른 가족들이 같은 국가적 배경인 지역에 사는 이민 온 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지역에서, 국가적 배경을 공유하는 아이들은 자주 자신들의 집단을 만들고, 집의 언어와 관

습을 유지한다. 
<11> 이 얘기는 Jared Diamond의 ‘제 3의 침팬지(The third chimpanzee)’에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은 

Steven Pinker의 ‘언어 본능(Language instinct)’을 참고하기 바란다. 
102 Bickerton, 1983,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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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아이들이 달성한 것이 주목할 만 하지만, 특이하지는 않다; 코사로(1993)에 의하면, 모든 

아동기의 또래 집단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만든다.  아메리카 인디언(Native American)과 백인 
미국인(Anglo American)과 같이, 두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아이들의 그룹을 고려해 보라.  
그들은 문화 각각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잡아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착하는 정확한 
혼합 상태는 집단마다 다를 것이다.103 
코사로(1993)는 아동기의 사회화를 “일련의 또래 문화를 거쳐 이동하고 생성되는 것”으로 

묘사해 왔다(p.361).  이 일련의 문화들이 변화하는 시간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집단에서 집단으로 그것을 통해 넘어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역시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에서 세대로 아이들의 게임이 전수된다; 오피(Opie)와 오피(Opie)(1969)는 로마 
시대에 생긴 게임을 영국 아이들이 아직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전통들은 나이가 
분산된(spread) 집단에 의해 전달되었다; 오피와 오피에 의하면, 더 어린 아이들이 더 나이든 
아이들에게 그 전통을 배우고 나이 든 쪽은 그 아이들의 집단을 졸업하자마자 (게임을) 잊는다.  
아프리카 니안송고(Nyansongo) 아이들은 신체의 친숙한 부분들을 묘사하는 사적인 언어를 갖고 
있으며, 성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금지된 단어를 [아이들끼리는] 사용한다. 104   그 단어들은 나이 
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넘겨 준다.  레빈(Levine), 레스닉(Resnick), 히긴스(Higgins)에 
의하면(1993), 집단 규범(그들은 여기서 성인 집단에 대해 말한다)은 “나이 든 구성원들이 그 
집단을 떠나고 새 구성원이 가담하는 동안 몇 ‘세대’를 넘어서 자주 유지된다… 집단은 그들이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능력, 동기 부여를 신참자에게 제공하려고 
매우 많이 동기 부여된다… 신참자는 이런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 전형적으로 수용적이다.”(p.600) 
만약 성인의 간섭이 없다면, 아이들의 집단의 신참자들이 특히 수용적이 아니라면 영향력 

시도는 상당히 강제적일지 모른다.  많은 세대에서, 상류 계급 영국 소년들은 8세 때 기숙 
학교에 부모와 떨어져 보내진다.  글린(1970)은 1900년대 초반 이튼(Eton)의 신입생으로 간 
경험을 묘사한다; 

 
예비 학교에서 아이의 첫 주는 그의 일생에서 아마도 가장 트라우마(trauma)가 되면서, 8세에서는 

전혀 준비 안 된 경험일 것이다.  그 순간까지는, 그를 때리고 상처 주기 원하는 사람이 세계에 그렇게 

많으며 낮과 밤으로 그렇게 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p.129) 
 
이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를 거의 못 본다; 그들의 첫 8년은 유모들과 여자 가정 

교사들과 주로 같이 보냈고, 다음 10년 동안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주로 “인내, 체력 단련, 
게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휴일마다 강조할 때”일 것이다. 105   그러나 그 
소년들은 같은 상위 계급의 액센트를 포함하여, 아버지를 매우 많이 닮았다고 밝혀졌다.  그 
이유는 아버지들이 같은 학교들에 갔고 같은 또래 문화에 참여했기 때문인데, 아이들 세대들이 
그것을 지나친 뒤에도 세대에 따라 명백히 거의 바뀌지 않았다.  웰링턴 공작(Duke of 
Wellington)은 그가 워털루(Waterloo)의 승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국 장교의 특성이 “이튼의 
운동장에서”106 형성되었다고 말했을 때 사회화의 이 방법에 대해 암시하고 있었다. 

 
집단 간 대조 

 
성별, 인종, 민족, 사회 계층, 또는 학문적 능력에서 다른 아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을 언급할 때, 부모와 선생 같은, 추정되는(putative) 사회화 대리인(agent)을 보통 탓한다. 107  
그러나, 로버스 케이브 실험에서, 래틀러가 “저주하는 말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이글이 

                                          
103 LaFromboise et al., 1993 
104 LeVine & LeVine, 1963 
105 Glynn, 1970, p. 128 
106 cited in Bartlett, 1955, p. 400 
107 e.g., Fagot & Hagan, 1991; Minuchin & Shapiro, 1983; Parsons, Adler, & Kaczala, 1982; Sadker & Sadker, 

1994; Siegal, 1987; Weinste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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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하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108, 그들의 결정에는 성인이 개입하지 않았다.  
집단 대조 효과들에 책임이 있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자신이다.109 
사회적 집단들은 범주들이며, 모든 범주와 같이 집단 내 유사성들과 집단 간 차이점이란 개념에 

근거한다. 110  따라서 집단 정체성이 드러날 때, 집단 구성원들은 실제보다 더 자신들이 서로 더 
닮았으며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더 다르다고 인지한다.  그 결과로 집단 전형(stereotype)을 
대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111   터너(1987)에 의하면, “자신의 집단이 관계되는 비교 집단에서 
긍정적 사회적 정체성이 더 낫거나, 긍정적으로 차별될 것을 요구”(p.30)하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는 더 커지거나 새로 생긴다.  진화적인 시각은 집단 대조 효과에 대안적인 설명을 준다; 
그들은 자기 존중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적대감의 부산물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집단 사이의 실제 차이에 의해서보다 우리의 진화적 역사에 더 관계 있는 
이유에 의해 우리 자신의 집단에 대해 선호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느낀다면, 집단들을 
다르게 보도록 동기 부여될 것이다. 

 
성 역할 발달 
 
성별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범주”다. 112   행동의 성차가 연구를 했던 모든 인간 문화에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전형이 문화들 간에 유사하다는 113  사실이 이러한 차이에 
생물학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114   그러나, 키와 힘의 성차처럼, 행동에서 
생물학적으로 기초하는 차이는 집단의 평균 사이의 차이이다; 두 집단의 범위는 상당히 겹친다. 
GS 이론에 의하면, 아동기의 중간 동안 두 이분법적 집단으로 자기 범주화하는 효과가 이 
차이들을 넓히고 겹치는 부분을 줄인다.  소년과 소녀들은 대조되는 집단 전형과 또래 문화를 
만들어 낸다.  매코비(1990)는 소녀와 소년들 사이의 행동 차이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할 
때 가장 적음을 지적했다; 성차는 그들이 성별로 분리된 집단에서 놀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아동기 중기의 성별로 분리된(sex-segregated) 또래 집단이 성별 역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모의 영향이 적은 부분 이상이 아니라는 시각을 많은 사람들이 제안해 왔다. 115   사실, 
서구 사회의 부모들은 아이들 자신보다 성별 구별에 대해 무관심할지 모른다.  한 메타-
분석(meta-analysis)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들과 딸을 다루는 방식 사이에 주요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116  남녀 구별이 없는(androgynous) 방식으로 아이들을 기르려는 최근의 노력이 아이들의 
성 특유의(sex-typed) 행동 또는 태도를 줄이지 못했다.117  편모(single mother)118 또는 레즈비언, 
게이 커플이119 이끄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반대 성의 두 부모를 가진 아이들보다 성 특유의 
행동이 덜하지 않다.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들은 문화의 일부분이고, 그림 1B에 묘사한 방법으로 부모의 집단에서 

아이들의 집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분리된 집단으로 아이들이 갈라질 수 있는 
사회들에서는 그 사회의 성인들이 소년들과 소녀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믿더라도 성 특유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12>  반대로, 인구 도가 낮고 소년과 소녀들이 분리된 집단을 만들기에 
아이들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GS 이론은 성 특유의 행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현저한 사회적 범주들은 소녀 대 소년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대 성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108 Sherif et al., 1961, p. 106 
109 Wilder, 1986 
110 Krueger, 1992 
111 Wilder, 1986; Williams & Best, 1986 
112 Banaji & Prentice, 1994, p. 315 
113 Williams & Best, 1986 
114 Maccoby & Jacklin, 1974 
115 Archer, 1992; Edwards, 1992; Maccoby & Jacklin, 1987; Martin, 1993; Schlegel & Barry, 1991; Serbin, 

Powlishta, & Gulko, 1993; Tannen, 1990; Thorne, 1986 
116 Lytton & Romney, 1991 
117 Serbin et al., 1993 
118 M. R. Stevenson & Black, 1988 
119 Patterson, 1992 
<12> 성을 구분하는 행동은 생물학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저자가 조금 앞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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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렐리(Morelli)(1994)의 에페(Efe) 족 내의 생활에 대한 묘사를 고려하자.  이들은 
자이르(Zaïre)의 이투리(Ituri) 숲에서 작은 집단으로 사는 수렵 채집민이다. 

 
청소년 수렵 채집인 소년 마우(Mau)는, 손가락 피아노(finger piano)의<13> 아주 멀리서 들리지는 않는 

음악을 자장가 삼아 잠든, 15개월인 형의 딸을 무릎에 데리고 캠프에 앉아 있다.  마우는 한 무리의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아이 크기의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과일 쏘기”를 하며 노는 동안 그의 

솜베(sombe) 단지를 저으려고 팔을 뻗는다.  그 아이들이 마우가 요리하는 불에 위험스럽게 가까이 

오자, 그는 안 된다는 “아-우!”소리를 낸다… 그가 캠프를 도는 동안 한 무리의 여자들이 물고기 사냥 

여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는데, 다른 여자들은 빈둥거리거나, 남자들과 담배를 핀다. (p.1) 
 
대조적으로, 이웃한 레세(Lese) 족은 농장 생활 방식이 더 큰 인구 도를 유지시키는데, 성별로 

고도로 다른 사회를 이룬다. 120   농부와 수렵 채집민 사이의 비슷한 대조에 대해 
드레이퍼(Draper)와 캐시던(Cashdan)(1988)도 보고했다.  그들은 쿵(!Kung)족의 유랑 수렵채집 
집단에서 – 잠재적인 놀이 상태의 수가 제한적이다 - 소년과 소녀들이 같이 놀고 행동에서 
성차가 거의 없음을 관찰했다.  농경과 목축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고 잠재적 놀이 상대 수가 더 
많은 쿵족 사이에서는, 아이들은 성별로 분리된 집단을 이루는 경향이 있으며 성차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   
우리 자신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또는 상징적으로” 반대 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범주인 

남성과 여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GS 이론은 성 특유의 행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견한다. 121   최소한 여성의 행동에서는 이 예측은 맞는 듯하다.  여고나 여대를 간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남성적인”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거나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122  소녀들의 행동에 소년들이 있을 때 생기는 영향을 깜짝 놀랄 만큼 잘 보여 준 
연구를 C. C. 웨이스펠드(Weisfeld), 웨이스펠드(Weisfeld), 캘러헌(Callaghan)이 보고했다(1982).  
청소년기 전의 소녀들 두 집단이 연구에 참여했다; 애리조나의 보호 구역에 사는 호피(Hopi) 
인디언과 시카고의 중류층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다. 소녀들이 남녀 어린이 
모두 할 수 있는 닷지볼(dodgeball)<14>을 하는 동안 관찰했다.  소년들이 없을 때는, 소녀들은 
게임을 경쟁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 많은 수는 상당히 잘 했다.  그러나 일단의 소년들이 게임에 
들어오자, 소녀들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호피 소녀들은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서 있었다; 
수줍고 비경쟁적으로 보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들은 서로 잡담하고, 스낵을 먹고, 다른 
참가자들을 귀찮게 굴었다.  소녀 두 그룹 모두 행동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몰랐는데 
– 소년들이 왜 항상 이기냐고 묻자 소녀들은 (잘못되게도) 소년들이 속임수를 썼다고 답했다.  
이 청소년기 전의 11~13세 아이들에서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키와 체중이 더 나갔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123 

 
청소년기 
 
취학 전 시기에서 초기 청소년기 동안에는 성별 집단에 대한 참가가 흥미의 중심이다; 연령별 

집단 문제는 배경 수준으로 머무른다.  그들이 자신의 연령 집단에 정체성을 느끼지만, 아이들은 
그들에게 약간 앞선 연령 집단을 문자 그대로나 상징적으로 우러러본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연령대가 다양한 놀이 집단에서 주도적이며, 부모들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연령대가 다양한 
형제들 집단에서도 그렇다. 124   동년배 집단에서는 신체적 성숙이 더 앞선 아이들이 더 높은 

                                          
<13> finger piano=thumb piano, see http://en.wikipedia.org/wiki/Thumb_piano. 사하라 남부의 민속 악기. 
120 Morelli, 1994 
121 Turner, 1987, p. 120 
122 Alper, 1993; Sadker & Sadker, 1994 
<14> See http://en.wikipedia.org/wiki/Dodgeball. 보통 ‘피구’로 볼 수 있다. 
123 C. C. Weisfeld et al., 1982 
124 Edwards, 1992; Whiting & Edward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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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갖는 경향이 있다.125   
초기와 중기 청소년기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성별이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째 

지표가 아니게 되며, 성과 지위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신체적] 크기(size)가 아니게 된다.  
복잡한 사회에서(i.e. 신체적 성장이 끝나자마자 자신을 성인으로서 분류할 수 없는 사회들) 
청소년들의 행동은, GS 이론에 의하면, 성인에 대비하여 자신을 10대(teenager)로 범주화하는 데 
기인한다. 
서구 사회들에서는 청소년기의 일탈 행동이 극도로 보편적이며, 행동에 문제가 없던 아이였고 

법을 준수하는 성인이 될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126   모핏(Moffitt)은 “청소년 일탈 행위가 욕구 
대상인 어떤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행동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으며, “그 
자원은 결과적으로 힘과 우선권을 갖는 성숙한 위치”라 제안했다(p.686).  GS 이론은 다른 
설명을 제안한다; 청소년은 성인의 지위를 열망하지 않는다 –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인들과 
차별화(contrast)하고 있다.  그들은 옷, 헤어 스타일, 말, 행동의 특징적인 양식을 채택하는데, 
그들이 지금 성인과 체구가 같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달라 보인다고 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성인의 위치를 열망한다면, 그들은 고가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거나, 그들의 것이 아닌 차로 폭주하든지, 약국에서 매니큐어를 
들치기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소득세를 계산하거나 빨래를 하는 것 같은, 따분한 성인의 
것들을 할 것이다. 
내집단 선호에는 자주 외집단 적대감이 따라붙는다.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청소년기까지는 최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기미는 훨씬 이전부터 관찰할 수 있다.  바로 기저귀 
신세를 면한 아이에게도, ‘아기(baby)’라 부르면 죽을 정도의 모욕이다.  어른에 대한 온건한 
형태의 적대감이 이른 나이에 역시 나타난다; 코사로(1993)는 성인의 규칙에 대한 아이들의 
저항감이 “유아원(nursery school)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또래 문화 구성원에게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스타일로 생긴다.  그런 행동은 자주 매우 과장되거나(한 예로, 선생님의 등 뒤에서 
얼굴을 찌푸리는), 다른 아이들의 주목을 받기를 요구하는 행동이 앞선다”(p.360).  아동기의 
중간 늦게까지는, 특히 소년들의 집단에서 더 눈꼴 사납게 성인의 규칙에 도전하게 된다. 127  
아이들의 진실 게임(Truth or Dare)<15>를 설명하면서, 오피와 오피(1969)는 게임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요구(dare)를 묘사했다; 

 
그는 앞문을 노크하고 도망가라든가, 행인의 등을 치라든지… 성인의 세계를 몇 다른 방법으로 

도발하는 데 참가하라고 요청받는 경향이 있는데, “너는 우리의 일원이니, 아니면 그들의 

일원이니?”라는 도전에 이 게임에서 답해야만 하는 호기심 어린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p.264). 
 
그들이 서로에게 성인 세계의 규칙에 도전하거나 위험을 무릅쓰라고 요구할 때, 청소년들이 

묻는 질문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집단 내 과정 
 
사회화는 개개인을 집단 내에서 – 또는 남자나 여자 같은, 사회 안의 어떤 집단 내에서 – 서로 

더 닮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행동 유전학자들이 개인들이 서로 달라지는 방법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GS 이론은 유사성과 차이를 둘 다 다룬다; 양쪽 모두, 집단 사이라기보다 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집단 과정(group process)의 효과에 돌린다. 

 
동화(assimilation) 
 
또래 사이의 협력적 상호 작용은 유아 시절(toddlerhood)에 시작한다.  에커만(Eckerman)과 

                                          
125 Savin-Williams, 1979; G. E. Weisfeld & Billings, 1988 
126 Moffitt, 1993a 
127 Fine, 1988 
<15> See http://en.wikipedia.org/wiki/Truth_or_Dare%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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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우(Didow)가 (1988) 언급한 가장 이른 협력적 행동 중, 가장 흔한 것은 “또래의 행동을 
흉내낸다”(p.65).  또래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기 모두를 통해 계속된다; 그들이 
집 밖에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옷 입기, 말하기, 행동을 동성의 또래처럼 하려고 애쓴다.128 
아이들의 또래 집단은 “다수가 통치한다”는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 또는 두 명이 집단에 

와서도 다수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 그런 행동을 고치지 않을 때는 집단에서 
수용을 거부당할 위험이 있다.129 
순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단의 제재(sanction)가 거칠어 질 수 

있다.  매코비와 재클린(1987)은, 한 11세 소녀가 자신이 속한 집단 중 하나의 금기를 학교에서 
소년 옆에 스스로 앉아서 깨었을 경우 무엇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설명한 말을 인용한다; 
“사람들은 내 친구가 되지 않으려 할 거여요.  날 조롱할 거여요.”  그것은 그녀에 따르면 
“바지에 오줌을 싼”것만큼 나쁠 것이고 “몇 달 동안 놀림받을 것이에요”(p.245).  한 
정신언어학자는 130  보이스카우트 잼버리(Boy Scout Jamboree)에서 있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묘사했는데, 그는 거기서 시카고 액센트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소년들에게 조롱받았다; 
“그들은 단어 중간에 [ ] 발음이 나타나면 크게 웃으며 자지러졌다.  나는 내 사투리를 나타냈던 
것과 다른 단어들의 발음을 바꾸려 노력한 것을 아직 기억한다”(p.306). 
기질과 집단 행동 규칙.  어린 시기의 중간 동안, 성별로 분리된(sex-segregated) 아이들의 또래 

집단의 행동 규칙에서 행동이 벗어난 어떤 아이라도 그 규칙에 맞추려는 압력을 받는다.131  어린 
시기에 경험한, 그러한 집단이 강화시킨 순응성이 성격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기질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증거는 ‘그렇다’고 제안한다.  
케이건과 그의 동료들은132 그들이 금지(inhibition)라 부른 차원을 따라 변하는 아이들을 묘사해 

왔다.  금지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신경질적이며 새로운 어떤 것도 무서워했다; 금지를 거의 받지 
않은 아이들은 시끄럽고 대담했다.  이런 기질적 차이는 발달 과정에서 일찍 볼 수 있으며, 신경-
생리학적 요소들과 연관되어 왔고 133  의미 있는 유전율을 보이지만 134 , 다른 유전적 특성들처럼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스웨덴 아이들에 대한 (시간적) 종단 연구는 18개월부터 16년 동안 
금지를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은 아이(toddler)들을 추적했다. 135   18개월부터 6세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6세에서 16세까지는 두 가지가 일어났다; 남녀 모두에서 금지받지 않은 아이들은 
조용해지고 행동이 더 얌전해졌으며, 금지된 남자 아이들은 – 여자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 덜 
수줍어하고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136  수줍고 금지받은 행동들이 여자 아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수용 가능하지만 남자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성에 특이한 
변화를 “성에 적당한 행동을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개념”(p.138)로 돌렸고, 어떤 사회적 힘이 이런 
개념들을 강화하는 데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남았다.  케이건137은 부모의 
영향이 금지를 겪은 소년들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주된 근원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신의 이상에 [아이들을] 순응시키기 위해 아이들의 기질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공유된 환경 영향 – 개성 특성들에 미치는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서 행동 유전학 
분석에서 나타나야 한다.  가정 환경이 외향성(extroversion), 충동성(impulsivity), 정서 
안정성(neuroticism)과 같은 성인의 특성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이 없다는 발견은 138  케이건의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GS 이론은 다른 해석을 제공한다; 그런 소심하고 걱정하는 행동이 
아동기 중기인 소년들의 또래 집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소년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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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을 떨쳐내는 것을 배울 때까지 남자 또래들에게 귀찮게 시달리거나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소녀들에게는 비슷한 행동은 그녀의 여자 또래들이 반대할 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금지받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인기가 없는 경향이 
있다. 

“또래 압력(peer pressure)”.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자주 “또래 압력” 때문으로 비난받아 왔지만, 
청소년기까지 공개적인 압력은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  라이트풋(1992)에 의하면, “또래 
압력에서는 집단 정체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한다고 보이는 경험들에 참여하려는 
[자발적] 욕구보다, 동조하도록 가하는 [강제적] 압력이 덜하다.”(p.235)   
아동기 중간 무렵의 또래 집단은 성별, 연령, 사회적 계층 같은 인구학적 범주에 근거한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바뀐다; 도시화된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고등학교는 충분히 커서 청소년들이 
비슷한 마음을 지닌 개인들로 – “운동 선수들(jocks)”, “브레인(brains)”, “낙오자(burnouts)” 등등 - 
자신들을 분류하게 할 수 있다. 139   이런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행동과 태도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청소년 또래 집단을 설명 안 된 환경적 변수의 – 형제들이 반드시 공유할 
필요가 없는 환경적 영향의 - 가능한 원인으로 제안해 왔다.140  그러나, 같은 또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의 균일성을 집단의 영향으로만 완전히 돌릴 수는 없다.  
이 청소년들은 “유유 상종”<16>이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비슷하다.  상호간의 영향 때문에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비슷해진다는 것이 역시 사실이라 해도, 유사성의 대부분은 
집단의 형성보다 앞선다. 141   따라서, 청소년 또래 집단의 영향은 그 자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적 분산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럴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  성격에 
미치는 집단의 영향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아동기에서도 일어나며, 동화뿐 아니라 집단 내 
차별화를 포함한다. 

 
차별화(differentiation) 
 
GS 이론에 의하면, 동화와 차별화는 상호 배타적 과정이 아니다; 이들은 분리된 적응 기전이 

진행시킨다.  아이들은 또래들과 어떤 방법으로 더 비슷하게 될 수 있고, 같은 수 개월 또는 수 
년의 시간에 걸쳐 다른 방법으로 덜 비슷하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어떤 주어진 
순간에는, 이 과정 중 하나 또는 다른 편이 두드러져 보이는 경향이 있다.  집단에 동화하는 것은 
사회적 범주가 두드러질 때 가장 잘 눈에 띄며, 이는 둘 또는 더 많은 사회적 범주들, 예를 들어 
소녀들과 소년들 같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다.  단지 한 집단만이 존재할 때, 그 사회적 
범주는 현저해 보이지 않는다. 142  그 결과는 – 최소한 개인주의적 방향을 띤 사회들에서는 143  - 
그 구성원들이 집단의 대체 가능한(interchangeable) 구성원이라기보다, 자신들과 서로를 구별되는 
개인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더하다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개인들 사이의 차이가 집단 내 
수준에서 작용하는 두 현상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위 위계 구조와 사회적 
비교이다. 
지위 위계 구조.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의 모든 집단 내에서, 위계 구조라는 말이 제안하는 

만큼 차이들이 항상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과도적(transitive)이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지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144   지위의 차이는 지배(사회적 힘)와 인기 모두를 포함한다; 그 두 위계 구조는 
상관은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다.145  사회적 위계 구조에서 아이들이 상승하거나 추락하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많은 것이, 자기 확신이나 친근감 같이 악순환의 성격이다 146  - 그것들은 원인과 
사회적 성공의 효과 모두이다.  성공이 더 큰 성공을 이끌고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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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시간에 따라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위계 구조에서 높거나 
낮은 극단에 위치한 아이는 거기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147 
또래 집단에서 높거나 낮은 지위는 성격에 영속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이 

늦은 소년들은 또래들보다 작고 지배 위계에서 순위가 낮은 경향이 있다.148  그들은 평균 키보다 
결국 더 자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늦게 성숙한 소년들은 일찍 성숙한 또래들에 비해 성인이 
되어서 덜 성공적이고, 덜 침착하며, 더 초조해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149   이 효과들을 청소년기 
동안 일찍 또는 늦게 성숙하는 것과 보통 관련을 시켰지만, 늦게 성숙하는 청소년기 소년들 
대부분은 아동기에도 역시 늦게 성숙했다; 그런 소년들은 모든 아동기를 통해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150 
또래들이 거부하는 소녀들 또는 소년들은, 정의에 따라, 인기 위계가 낮다; 또래들이 희생시킨 

아이들은 지배 위계가 낮다.151 이들은 흔히 같은 아이들이고, 또래들은 몇 년 뒤에도 그 중 많은 
수를 계속 거부하거나 희생시킨다. 152   성인으로서, 그들은 다양한 정신병리학적 문제들을 가질 
위험이 더 높다. 153   독립적 또는 같이 작동하는 세 가지 가능한 원인 경로가 있으며, 또래들이 
거부하는 것과 사후의 정신병리학적 문제의 연관성을 유발할 수 있다; (a) 아동기 동안 
또래들에게 반복적으로 거부당한 경험이 뒤의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b) 정상적으로 
또래와 상호 작용한 경험 부족이 뒤의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c) 어떤 아이들이 이미 
정신병리학적 문제의 미묘한 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또래들이 거부할 수 있다. 154   이 대안들은 
현재 분별할 수 없다.  따라서, 거부당하는 것과 정신병리학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은, GS 이론과 
부합하기는 하지만,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회적 비교.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 빠르거나 

느리거나, 예쁘거나 평범하거나, 지도자거나 부하거나 – 알아낸다.  “나는 너보다 커!” 같이 
사회적 비교에 관해 말하는 것은 155  유아원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진지하게 비교하기 시작하지 않는다.156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범주화하는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이다 – “그들이 자신을 주관적으로 사회적 비교에 
관계시키는, 그 구성원들에게 심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집단”이다. 157   따라서, 한 아이가 
자신을 4학년 소년으로 범주화하면, 그는 자신을 그가 아는 다른 4학년 소년들과 비교할 것이다.  
이 비교는 다차원적이며(multidimensional), 신체적, 사회적, 인식 같은 몇 가지 다른 경기장에서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낸다.158   
사회적 비교는 다른 사람들도 하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 유형(typecast)으로 되는 경향의 

결과를 낳는다; “그 갱(gang)은 잽싸게 외모, 태도, 능력, 또는 무엇이건 어떤 특징을 빨리 
잡아내고, 다음부터 그 아이를 그 특징에 대한 말로서 다룬다.  그 갱이 그 아이를 동일시하는 
전형은 자주 별명으로 표현한다; ‘말라깽이(skinny)’, ‘뚱보(fatso)’, ‘네 눈깔(four-eyes)’, 
‘멍청이(dopey)’, ‘교수(professor)’, ‘절름발이(limpy)’ 등이다”159 .  선생들이나 다른 성인들도 이런 
오명을 만들 수 있다; ‘학습 장애자(learning disabled)’, ‘활동 과다(hyperactive)’.  한 번 붙고 나면, 
그런 딱지들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기-실현적 예언들이 된다 – 다른 아이들은 그런 
딱지가 붙은(labeled)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그 기대는 그들이 그 아이를 대하는 
행동 방식으로 전달되며,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147 Coie, 1990; Kennedy, 1990; Rubin & Coplan, 1992 
148 Savin-Williams, 1979; G. E. Weisfeld & Billings, 1988 
149 Clausen, 1975; Jones, 1957 
150 G. E. Weisfeld & Billings, 1988 
151 Schwartz, Dodge, & Coie, 1993 
152 Rubin & Coplan, 1992 
153 Olweus, 1993; Parker & Asher, 1987 
154 Hartup, 1983; Parker & Asher, 1987 
155 Festinger, 1954 
156 Newman & Ruble, 1988; Stipek, 1992 
157 Turner, 1987, p. 1 
158 Harter, 1983 
159 Stone & Church, 1957,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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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키는 경향이 있다.160 [8] 
 
언제 집단의 영향이 끝나는가? 
 
청소년이 성인으로 되면서,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줄어든다.  그들은 결혼하고, 아마도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많은 집단에 속한다.  이 집단들 중 어떤 것은 - 예를 들자면 직장 
집단 – 더 이상 ‘나와 비슷한(like me)’ 사람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행동의 집단 규칙은 그리 
엄격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성격이] 달라지는 결과는 성인에게 그리 심각하지 않다.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또는 아마도 우리 유전자 안에 프로그램된 성숙에 따른 변화 때문에, 집단의 영향이 
아이들에게보다는 성인에게 훨씬 영향이 적은 것 같다.  새로운 행동 체계를 습득하는 능력을 
잃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성인의 적응은 아이들과 비교할 때 얕고 단기적으로 
보인다.  성인은 새 언어를 배울 수 있지만 [모국어의] 액센트 없이는 배우지 못한다.161  성격은 
성인기 동안 많이 바뀌지 않는다. 162   아동기와 청소년 때 또래 집단에서 습득한 언어와 성격은 
영속하며, 여생 동안 거의 바뀌지 않는다. 

 
누가 아이를 사회화하는가? 

 
정신분석(psychoanalytic) 이론이 발달 심리학에서 영향력이 있던 시기에,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시(identify)하는 데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4~5세 사이의 자기 정체성 
확립(identification)은 초자아(superego)를 형성하도록 이끈다; 다음에 이 초자아가 좋은 
행동(good behavior)을 강화한다.  프라이베르크(Freiberg)는(1959) 이 이론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의 규칙을 배우고 성장함에 따라 그것을 점점 덜 어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가 줄리아(Julia)와 달걀의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 

 
30개월 된 줄리아는 어머니가 통화 중에 부엌에 혼자 있다.  테이블 위에는 달걀 한 사발이 있다.  

줄리아는 계란 스크램블(scramble)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줄리아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되돌아왔을 때, 딸이 즐겁게 리놀륨 바닥에서 계란을 살짝 굴리고(plop) 그 때마다 날카롭게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보았다.  “노노노, 그렇게 하면 안되지, 노노노, 그러면 안 되지!(NoNoNo, Mustn’t 

dood it.  NoNoNo, Mustn’t dood it!)”163 
 
프라이베르크는 줄리아가 아마도 어머니와 아직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초자아를 얻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 실수의 원인을 돌렸다.  그러나 줄리아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자;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고 “노노노!”라 소리지르는 것은 줄리아가 정확히 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줄리아가 배워야 할 것은 그녀가 어머니처럼 행동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의 – 어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법을 말하고, 
그 일들을 하도록 허락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미있어 보이는 다른 많은 행동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 대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초기 몇 년을 보낸다. 

 
비교 문화적 고려사항 
 
줄리아의 딜레마는 우리 사회에만 특이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인의 행동과 

아이들의 행동 사이에 우리 사회보다 구별이 더 큰 사회가 많다.  폴리네시아의 

                                          
160 M. J. Harris, Milich, Corbitt, Hoover, & Brady, 1992 
[8] GS 이론은 이 ‘딱지’가 딱지 붙은 아이의 또래 집단에게 알려지거나 거기서 기인한 경우에만 아이의 성

격에 영구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한다.  선생님 같은 한 개인만 알 경우에는, 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예측한다. 

161 Reich, 1986 
162 McCrae, 1993 
163 Fraiberg, 1959,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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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사스(Marquesas) 제도에서, 아이들은 사회적 행동에 대한 두 가지 규칙 체계를 익혀야 한다; 
하나는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규칙이고, 다른 것은 부모 및 다른 성인들을 대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성인들이 주도하고 통제할 것이라 기대하고, 성인들은 아이는 얌전하고 순종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164   폴리네시아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의 규칙을 
배울 수 없다.  더군다나, 거의 모든 전통 사회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놀이 상대 또는 선생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지도 같은 것들은 전혀 보편적이 
아니다.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의 칼룰리 족(Kaluli)은 아동(toddler)의 잘못된 문장을 
문법에 맞게 재구성하여 아이가 언어를 배우도록 돕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시키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165   케냐의 엠부 행정구역(Embu 
district)에서는, 부모와 아동(toddler)이 어떤 종류의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문화에서 유아의 
거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의 교환은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166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배울 수 있다; 꿀벌 정도로 단순한 생물이라도 

꽃에 도착하는 데 하나 이상의 기전을 사용한다. 167   많은 학습의 종류들은 모범(model)이 있을 
필요가 없고, 언어 학습 같은 경우에 모든 사회들은 어떤 종류의 본보기를 제공한다.  거의 모든 
전통 사회들에서, 본보기는 더 나이 많은 아이들, 특히 형제 자매들이다. 168   그런 사회들에서 
공통적인 패턴은 아동(toddler)들이 두 살에서 두 살 반 정도에 나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돌보도록 맡겨지고, 나이 많은 형제 자매는 – 아마 네다섯 살 이상은 아니다 – 놀이 집단에 
유아를 동반한다.  거기에 유아들은 살아 있는 인형이나 구경꾼으로서 참여하든가, 또는 옆에서 
칭얼댈 수 있도록 허락 받는다.169  따라서, 형제 자매들은 어린 아이의 사회적 집단의 한 부분 – 
자주 주요한 부분이다.  GS 이론에 따르면, 집 밖의 사회화는 이 연령과 성이 혼합된 집단에서 
시작한다.  청소년기 전까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사회들에서 아이들은 연령과 성별로 분리된 
집단을 만들 수 있다.170 

 
가족이 한 집단인가? 
 
도시화한 사회에서는, 취학 연령인 아이들은 형제를 보통 포함하지 않는 연령과 성별로 분리된 

집단에서 집 밖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형제 자매 및 부모와 상호 작용하는 대부분은 집 
안에서 일어난다.  가족은 하나의 집단처럼 기능하는가?  아이는 이 집단에 정체성을 갖는가? 
몇 사회에서는 – 특히 아시아 사회들 – 그 답은 ‘그렇다’로 보인다.  중국, 일본, 인도 문화는 

가족 집단 또는 사회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립과 
자율성은 아이의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71  식민지 시대 전의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중죄를 
저지르면 형제자매, 부모, 아이들이 그와 같이 처형되었으며, 이는 전 가족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172 
대조적으로, 서구 문화는 집단보다 개인에 대해 강조점을 둔다.  어떤 상황에서만 – 예를 들어, 

낯선 지역을 같이 여행할 때 – 북아메리카 또는 유럽 가족이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집에서 같이 있을 때, 나는 그들이 자신의 계획과 방어해야 할 영역이 있는 개인으로서 
기능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사회적 범주인 우리 가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집단이 아니다.  
현대의 서구 가정의 프라이버시에서는 다른 사회적 범주가 실제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없기 
때문에173 [가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164 Martini, 1994 
165 Snow, 1991 
166 McDonald, Sigman, Espinosa, & Neumann, 1994, p. 411 
167 Gould, 1992 
168 Zukow, 1989 
169 Martini, 1994; Whiting & Edwards, 1988 
170 Edwards, 1992 
171 Cole, 1992; Guisinger & Blatt, 1994; Miller, 1987; H. W. Stevenson, Chen, & Lee, 1992 
172 Heckathorn, 1992 
173 Turn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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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within-family) 효과 
 
집단 정체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때, 동화보다 차별화가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  만약 형제 

자매들이 가족 집단의 한 부분보다 자신을 개별적인 개인으로 본다면, 지위 위계와 사회적 
비교는 그들 사이의 차이를 증가시킬 것이다.  지배 위계는 나이 많은 형제자매가 어린 아이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단지 경로의 문제일 뿐이며 북미 
부모가 막으려 매우 노력하나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174   그러나, 아이들이 형제 자매와 갖는 
관계와 또래와 갖는 관계 사이에는 닮은 점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175 , 이는 출생 순서(birth 
order)가 성격에 믿을 만한 효과가 없다는 발견과 일치한다.176 
형제자매들 사이의 비교는 더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테서(1988)의 자기 평가 

유지(self-evaluation maintenance) 이론은 형제 자매들이 각기 그들 자신의 특기(specialty)를 – 
그들 자신의 정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쟁하기를 원하는 영역에서 발달시켜야 한다고 
예견한다.  한 예로 한 형제자매가 뛰어난 피아니스트면, 다른 형제자매는 비교하여 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아노 연주를 피할지 모른다.  이 “틈새 고르기” 과정이 부모의 간섭이나 딱지 
붙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단지 문제가 되는 두 개인만을 포함한다.  특별한 
동기 유발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인간과 영장류 집단에서 보이는 집단 내 지위를 
향한 능숙한 조종(jockeying)이 그 일을 해내기에 충분하다. 
가족 내 사회적 비교는 형제자매 사이의 성격 차이를 확대해야 한다 – 가족 내 대조 효과다.  

이 효과가 일어난다면, 크기가 작아야만 한다.  섀흐터(1982)는 대학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평가하도록 요청했고,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만 성격 특성이 의미 있게 
대조적으로 쏠리는 경향을 발견했다.  뢸린(Loehlin)은(1992) 같이 자란 쌍둥이 사이에 대조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는 만약 그런 효과가 있다면, 떨어져서 자란 쌍둥이에 비해 
같이 자란 쌍둥이가 덜 비슷해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는 같이 자란 쌍둥이가 떨어져 자란 
쪽보다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고, 대조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9]  그러나, 
같이 자란 쌍둥이는 집 밖의 환경을 역시 공유한다; 같은 학교에 가고 자주 같은 또래 집단에 
속한다.  GS 이론에 따르면, 집 밖에서 공유한 환경이 떨어져 자란 쌍둥이보다 같이 자란 
쌍둥이를 더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더 닮지 않다면, 가족 내 대조 효과가 
그들이 닮은 정도를 낮출지도 모른다.  이 예측이 – 가족 내 효과가 쌍둥이를 더 다르게 만들 
것이란 점과 가족 외 효과가 그들을 더 닮게 만들 것이란 점 – 행동 유전학자들의 가정과 
정확히 반대라는 점에 주목하라. 

 
부모의 영향 대 또래의 영향 
 
많은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해 왔다; “네 친구들이 

네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원한다면 어떻게 할래?”177  질문에 사용한 정확한 단어에 
달려 있지만,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초기 학창 시절 동안에는 높다가 점차 감소하며, 
또래의 영향이 처음에는 낮다가 점차 증가하여, 초기 청소년기에 정점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실험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사실을] 오도하거나 관계가 없다.  첫째, 질문은 성인인 

연구자가 한다.  사회적 행동의 맥락 민감성에 의해, 질문을 아이가 할 때와는 답이 다를 것이다.  
둘째, ‘너라면 어떻게 할래?” 유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타당성이 낮은데,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다. 178   셋째, 이 질문은 행동보다는 

                                          
174 Whiting & Edwards, 1988 
175 Abramovitch et al., 1986; Stocker & Dunn, 1990 
176 Ernst & Angst, 1983; Reiss et al., 1994 
177 e.g., Berndt, 1979; Bowerman & Kinch, 1969 
178 see Perry & Bussey, 1984 
[9] 뢸린이 같이 자란 일란성 쌍둥이가 떨어져 자란 경우보다 성격이 더 닮았음을 알아냈지만, 다른 연구자

들은(e.g. Bouchard et al., 1990) 떨어져 자란 경우나 같이 자란 경우나 일란성 쌍둥이들이 똑같이 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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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으로 연관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사실, 아이에게 “네 부모하고 친구들 중 
누구를 더 사랑해?”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들의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  그들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질문을 하기보다 관찰할 때, 부모의 영향이 우선이라고 기대할 환경과 나이에서도 

또래 영향이 강력함을 발견한다.  한 예로, 부모들이 어떤 음식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좋게 
광고해도 취학 전 아이들이 먹기 싫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버치(Birch)가(1987) 발견한 
것처럼, 이 나이의 아이들이 혐오하는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집단과 같은 식탁에서 먹이는 것이다. 

 
부모 부재(不在) 대 또래 부재 
 
부모 없이는 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이 매우 불행하다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79; 

사실, 시각의 정상적 발달에 이른 시기에 빛과 패턴을 볼 필요가 있는 것과 꼭 같이 180 , 
양육자(caregiver)에 대한 이른 시기의 애착(attachment)은 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에 필요해 
보인다. 181   그러나, [양육자나 애착의] 한 가지 또는 다른 하나를 박탈한 경우를 포함한 사례 
연구들은 또래가 없을 경우 부모가 없을 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적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래 없이 자란 붉은 원숭이는 어미 없이 자란 경우보다 다 자란 후에 더 비정상적이다.182  첫 3 
년을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같이 지낸 유태계 아이들의 사례는 사람에게도 같은 관찰이 사실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183   그 6명의 아이들은 수용소에서,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여 계속 
바뀌는 성인들이 돌보았다.  아이들이 영국에 도착하여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의 주의를 
끌었을 때, 그들은 모든 성인들에 대해 적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무관심했다; 그들은 
서로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하텁(Hartup)에 의하면(1983),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났고 마지막 보고에서는 “성공적인(effective) 생활”을 영위했다(pp.157~158). 
아베이롱(Aveyron)의 야생아 빅토르(Victor)184 및 캘리포니아의 감금 소녀 제니(Genie)185와 같은 

경우, 해피 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모-아이 관계뿐 아니라 정상적인 
또래 관계까지 빼앗겼음을 주목하라.  쌍둥이인 두 아이들이 고립되었지만 같이 감금된 경우가 
있다; 이 아이들은 입양된 가족과 함께 생활한 2~3년 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학교를 
다녔다.186 

 
일대일 관계 대 집단 과정 
 
부모와 이른 시기에 맺는 관계가 성격 발달에 중심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시각은 정신분석 

심리학의 유산이다.  이 시각에 요즘 집착하는 사람들 중에는 애착 이론가(attachment 
theorist)들이 있다. 187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들이 민감하고 반응적(responsive) 방식으로 
돌보는 유아들은 어머니에게 확고하게 애착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확고한 애착은 후의 
일에서 성공할 기회를 늘리고, 특히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에서 그렇다.  일반적으로 12~13개월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낯선 실험실에 남겨 두었다가 좀 후에 되돌아왔을 때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여 애착이 확고한지 평가했다.  어머니를 아주 기쁘게 맞는 아이들이 확고하게 애착이 

                                                                                                                                              
을 발견해 왔다. 

179 Bowlby, 1969 
180 Mitchell, 1980 
181 Rutter, 1979 
182 Harlow & Harlow, 1962/1975 
183 Freud & Dann, 1951 
184 Lane, 1976 
185 Curtiss, 1977 
186 Koluchova, 1972, 1976 
187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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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결정했다.188 
애착 문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화 연구들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본성 또는 양육’(nature-or-nurture) 문제다.  행동 유전학자들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화 연구들에 필수적인(essential) 실험 통제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해 왔다 189 ; 
어머니들과 그 생물학적 아이들처럼 연구 참가자들의 모든 조합이 유전자를 50% 공유한다면, 
환경의 효과에서 유전성의 효과를 판별해 제외할 방법이 없다.  어머니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친화성(friendliness), 신경질적 성질(nervousness), [경쟁] 능력(competence) 등의 유사성을 
관찰했더라도 유전성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또는 양쪽 모두가 이유인지 말할 방법이 없다. 
둘째는 ‘원인 또는 결과(cause-or-effect)’ 문제다.  어머니-아이 관계는, 모든 일대일 관계와 같이 

관계가 매끄럽기 위해 각각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포함한다. 190   유아를 돌보는 데 다른 
사람보다 나은 성인이 몇 있는 것처럼, 몇 유아들은 민감하고 반응을 이끌어 내는 부모의 역할을 
끌어내는 데 다른 유아들보다 더 뛰어나다.  어머니에게 특히 호소력이 있는(appealing) 유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관계를 잘 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과도 잘 
하는 경향이 있다.191 
그래서, 한 아이의 다양한 관계 사이의 상관성이 사실 꽤 낮다는 발견은 놀랍다.  어머니와 

확고히 애착을 형성한 아이가 아버지 192  또는 다른 돌봐주는 사람과는 193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부모-자식 관계를 아이-또래 관계와 연관시키려는 노력에서는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얻고는 했다; 
몇 연구는 상관성을 찾았는데 194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했다. 195   종종 찾아낸 상관성이 “직관에 
반한다”. 196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의 형제자매 간의 관계의 본성과 또래 사이의 관계 
간에는 거의 또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197  이 발견이 놀라운 것은, 동일한 아이의 [다른 행동의] 
비교라서, 이 모든 관계에 같은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 상관성들이 그렇게 낮은 이유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일대일 관계에서 얻은 행동, 

정서, 인식이 해당 관계에 특이적이라는 것이다. 198   바울비(Bowlby)의 제안(1969)처럼, 아이의 
마음에 어머니-아이 관계의 “작업 모형(working model)”이 아마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가 주위에 있을 때만 눈에 띄어야 한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배우는 것이 
아버지나 여자 형제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쓸모 있다는 점을 생애의 매우 이른 시기에 발견한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피하는 매우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워 온 아이가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을 
모두 피하지는 않는다.199 
앞에서 논의한 진화적 사항을 감안하면 일대일 관계와 집단 동화가 별개의 적응 기전이란 

시각을 얻는다.  아이들의 집단 관계가 많은 정도까지 일대일 관계와는 독립적이란 발견이 이 
관점과 일치한다.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집단에서 지위가 낮은 
많은 아이들이 성공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다.200   

GS 이론에 따르면, 일대일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개성의 
특징을 환경적으로 바꾸는 원인이다.  두 사람이 일대일 관계고 셋이 집단이면, 이 분별이 쓸데 
없이 따지고 드는 것(split hairs)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과정과 일대일 관계 사이의 
차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집단에 대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사회적 범주란 것이다.  
어린이들이 자신을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할 때, 그 집단의 행동 규범을 채택한다.201  “오 

                                          
188 Ainsworth et al., 1978; Belsky, Rovine & Taylor, 1984; Sroufe, 1985 
189 e.g. Plomin & Daniels, 1987; Scarr, 1993 
190 Hartup & Laursen, 1991; Hinde & Stevenson-Hinde, 1986 
191 Jacobson & Wille, 1986 
192 Fox, Kimmerly, & Schafer, 1991; Main & Weston, 1981 
193 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194 Pastor, 1981; Waters, Wippman, & Sroufe, 1979 
195 Howes, Matheson, & Hamilton, 1994 
196 Youngblade, Park, & Belsky, 1993, p. 564 
197 Abramovitch et al., 1986; Stocker & Dunn, 1990 
198 Hinde & Stevenson-Hinde, 1986; MacKinnon-Lewis et al., 1994 
199 Asendorpf & van Aken, 1994 
200 Bukowski & Hoza, 1989; Parker & Asher, 1993a, 1993b 
201 Turn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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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그거 입을 수 없어요.  애들이 저를 비웃을 거여요.”라 말하는 여자애는 가장 친한 친구의 
반응을 걱정하지 않는다 – 집단 규범을 위반한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다. 
일대일 관계에서, 아이들은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과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또래 

집단에서는 공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가정 환경의 전이(transient) 효과 
 
행동 유전학 자료들은 가정 환경이 성격에 주는 어떠한 전이 효과도 성인기까지 사라진다고 한

다 – 공유 환경은 성인 특성의 분산 값을 거의 혹은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한다.  GS 이론에 따르

면, 가정 환경이 지속적 효과가 없는 이유는 아이가 집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집 밖의 행동 체계

를 선호하도록 미리 경향 지어졌기 때문이다.  집 안과 밖에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집

에서조차 집에서 배운 언어를 점점 더 쓰기 싫어하게 된다.202  그들이 성인이 될 때 또래들과 말

하던 언어가 “모국어(native language)”가 될 것이다.203 
어떤 연구자들은 이민 아동이 가정 언어를 버리는 이유가 경제적 문화적 우위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 주장해 왔다; 사회에서 그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204  이 관점에 배치되는 증거는 사회가 수

화에 가치를 두지 않을 때 청각이 정상인 부모에서 태어난 청각장애 아이들에서 나왔다 – 사실, 
사회가 수화를 억누르려 노력했다.  이 오도된 노력은 실패했다.  이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다른 
청각장애 아이들을 만난 학교에 갔을 때, 기숙사에서 그들은 수화를 습득했다.  청각장애인의 청

각장애인 아이들이 수화를 학교에 들여왔고, 자신들 사이에서 대화하기 위해 남의 눈을 피해서 
모든 아이들이 사용했다.205  교사들이 더 경제적이고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언어를 주입하려 진

지하게 노력했지만 수화가 그들의 “모국어”가 되었다.[10] 
어린이들이 생애의 처음 몇 년 동안 [집에서] 배운 것을 무시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미리 경향이 

주어졌을 수 있는 데는 타당한 진화적 이유들이 있다.  첫째, 부모의 집은 그들이 미래를 보내는 
곳이 아니다.  에릭슨(1963)이 학령기 아동에 대해 언급했다; “가족의 내부에서는 실행 가능한

(workable) 미래가 없다”(p.259)  살아남고 아이를 갖기 위해, 아이들은 집 밖의 세계에서 성공적

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핵가족을 넘어가는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아이들은 부모와 유전적 이유로 이미 닮아 있다 – 40~50%의 분산을 유전으로 돌릴 수 있

다.  환경적 영향이 이 유사성을 늘리거나 덧붙이는 점이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들 및 형제 자매

들과 너무 비슷해져서 가족은 충분한 [성격적] 다양성이 부족할 것이다.  이 현상은 가족 구성원

이 적응해 들어갈 생태학적 틈새(niche)의 수와 다양성을 줄이고 적어도 한 아이가 살아남을 가

능성을 낮출 것이다.   
근친 상간 가능성을 줄이는 생물학적 기전이 있다; 사람 및 다른 동물들은 너무 친근하다는 자

극이 성적 충동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유아기(infancy)와 초기 아동기(childhood)부터 친숙한 반

대 성은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206 <17> 나는 비슷한 기전이 사회화

에 대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선택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배

운 것을 고르지 않는다. 
 

성격 발달을 보는 세 가지 관점 
 
그림 3은 세 가지 대조적인 성격 발달 모형을 보여 준다; 전통적인 사회화 모형(그림 3A, 실선), 

행동 유전학 모형(그림 3A, 실선에 점선을 더한 것), 마지막으로 GS 이론의 주장이다(그림 3B).  

                                          
202 Baron, 1992 
203 Bickerton, 1983 
204 Umbel, Pearson, Fernández, & Oiler, 1992 
205 Meier, 1991; Newport, 1990 
206 Tooby & Cosmides, 1990; Wilson & Daly, 1992 
<17> 보통 웨스터마크 효과(Westermark effect)라 한다.  http://fischer.egloos.com/4416313 참고. 
[10] 아동기 중기에 수화를 배운 청각 장애아들은 유아기부터 수화를 배운 아이들만큼 유창히 구사하게는 

전혀 될 수 없다(Bebko & McKinnon, 1990; Newport, 1990).  따라서, 언어는 시각 및 애착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생애의 이른 시기에 경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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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식에서 화살표는 인과적 연결을 대표한다.  모든 연결들은 유전성이라 표시한 두 개를 빼면 
환경적이다. 
전통적 사회화 모형은 유전이 아이의 외적 신체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 부모의 행동이 

원인이며 아이의 행동이 결과라는 (한때 그랬던 만큼은 더 이상 널리 지지받지 않는) 관점에 근

거한다.  부모-아이 관계는 아이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다.  또래-또래 상호작용에서 상호 영향이 있다.  문화적 침투는 부모를 통해 일어난다. 
행동 유전학 모형은 부모와 아이의 성격 사이에 유전적 연결을 덧붙인다.  부모-아이의 상호작

용에서 [상호] 반응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아이의 또래 관계가 집에서 하는 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또래 관계에 미치는 부모-아이 관계가 반대 경

우보다 더 크다고 가정한다.  또래 영향의 가능성을 이제 인정하지만, 아이의 성격은 주로 부모-
아이 관계와 아이를 향한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여전히 가정한다.  문화는, 행동 유전학 
문헌에서 정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부모가 아마도 전해 준다고 볼 것이다.  이 모습이 “전통

적” 행동 유전학 관점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을 대표한다; 이는 로우(1990, 1994)의 관점을 포함하

지 않는데, 현재 그는 가정 환경이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

린 점에서 행동 유전학자 중 유일하다.  그의 관점은 그림 1A에서 묘사했다. 
그림 3B는 GS 이론이 주는 모형이다.  아이가 집 안과 바깥에서 행동하는 것 사이에 연결이 없

으며 – 이들은 두 가지로 분리된 행동 체계이다 –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성격에 더 이상 영향이 
없음에 주목하라.  대신, 아이의 성격은 또래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과 아이가 집 밖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또래 집단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또래 집단이 용인한 행동(e.g. 
성 특유의 sex-typed 행동, 언어)은 집 밖의 행동 체계의 한 부분이며 성인 성격의 영구적인 부분

이 된다.  문화는 또래 집단 규범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전해지며, 부모를 통해 문화가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없다. 

 
부모의 영향에 대한 믿음의 근원 

 
부모가 자식들에게 중요하고 지속하는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마 심리학에서 가장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은 언명일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비심리학자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왜 
그렇게 확신했나?  이 부분에서는 가정 환경 영향의 증거로 오해받을 수 있는, 혼동을 주는 요소 
몇을 검토하겠다. 

 
유전적 영향 
 
최근의 캐시(Cathy) 만화는<18> 통통한 캐시가 뚱뚱한 어머니와 뚱뚱한 아버지 사이에 앉아, 가

족 사진 앨범을 보는 모습을 그려 준다. 207   만화가 진행되는 동안, 캐시는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쿠키 또는 아이스크림을 찾도록 가르친 사람이 – 전에 생각한 것처럼 엄마가 아니

라 – 아빠였음을 발견한다.  캐시는 여전히 틀렸다; 아빠는 엄마만큼 무죄(또는 유죄)다.  그들은 
캐시에게 DNA를 준 데 대해서만 비난받을 수 있다.  체중은 양육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크게 
유전적이다.208  입양 아이들은 비만도나 마른 정도에서 양부모를 닮지 않는다.209  그러나 아동기

에 배운 식습관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깊이 뿌리박았다. 
사회화 연구자들은 전형적으로 부모와 그 생물학적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부모의 영향의 

증거를 찾아 왔다.  이런 연구들에서는, 유전적과 환경적 효과가 불가피하게 혼동된다. 210   행동 
유전학 연구들은, 입양 쌍둥이의 가족을 포함하며, 기원적으로 완전히 환경적이라고 생각하던 많

은 특징들에 상당한 유전적 성분이 있음을 보여 왔다.  플로민과 그의 동료들은 아이가 TV를 보

                                          
<18> See http://en.wikipedia.org/wiki/Cathy_(comic_strip).  
207 Guisewite, 1994 
208 Grilo & Pogue-Geile, 1991 
209 Stunkard et al., 1986 
210 Plomin & Daniels, 1987; Scar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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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에서 유전적 영향을 발견했다.211  테서(1993)는 사형에 대한 신뢰나 재즈 선호도 같은 태

도들이 유전적임을 발표했다.  맥거핀(McGuffin)과 카츠(Katz)는(1993)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하

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의 수가 유전적 요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됨을 발견했다; 항상 
사고를 겪고, 직장을 잃고,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까운 생물학적 친척을 둔 사람은 그런 사건

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 유전학의 발견이 성격과 IQ 테스트에 국한되지 않음에 
주목하라. 
행동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질(handed down)’ 때마다, 유전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

                                          
211 Plomin, Corley, DeFries, & Fulker, 1990 

A

B

그림 3. 성격 발달을 보는 세 가지 시각.  이 그림의 모든 화살표는, ‘유전’이라 표시한 두 개를 제외하
면, 환경적 효과를 대표한다.  A; 전통적인 사회화 접근(실선)과 행동 유전학적 접근(실선과 점선)이
만든 모델 B; GS 이론이 만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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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한 예로, 공격성이나212 충동성과 같은213 특색의 유전성이 아이 학대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데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을 것이다.214 

 
맥락 영향 
 
다른 맥락에서 협동적이고 자신이 있는 한 아이가 부모가 있을 때는 호전적이거나 초조할 때, 

부모가 명백히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관찰에서 얻은 흔하지만 보증 없는

(unwarranted) 결론은, 부모의 영향이 스며들었으며 장기간 지속적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행동

의 [그런] 변화는 침투적인 부모 영향의 증거가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맥락 특이성을 보여 준다. 
호프만(1991)은 공유 환경의 영향을 평가한 수치가 사용한 측정 방법에 따른다고 언급했다; 측

정이 (보통 실험 지원자의 가정에서) 행동을 관찰한 데 근거한다면 가정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나오며, (보통 실험실이나 교실에서 수행하는) 자기-보고(self-report) 성격 자료에 근거하면 덜 중

요해 보인다.  다시 한 번, 이 발견은 GS 이론의 예측과 일치한다.  컨실(Council)이(1993) 지적해 
온 대로, 많은 성격 연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양(陽)의 상관 관계가 “같은 설정(setting)에서 
두 개의 변수를 평가하는 허상(artifact)”일 수 있기 때문에, 맥락 효과가 결과를 혼동시킬 수 있

다.<19>  컨실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두 실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 가지 측정(measure)이 원인

이고 다른 하나가 효과일 때도 그의 요점은 똑같이 타당하다.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 집

에서 겪은 경험에 영향을 받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상관성이 다른 맥락에서 보이는 행

동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GS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행동 유전

학 자료는 성인기까지 가정 환경의 효과가 사라짐을 보여 주어 그 결론을 뒷받침한다. 
 
반응적 영향(reactive effects) 
 
행동 유전학자들은215 한 가족에서 한 아이만을 조사한 사회화 연구자들을 비판해 왔다.  이 방

법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특정한 아이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반응인지 부모의 
행동적 특성이고 아이의 행동의 원인인지 말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된 일이지만, ‘원인 또

는 효과’ 문제는 한 가족의 두 아이를 관찰해서는 풀 수 없다.  만약 부모가 두 아이를 다르게 대

하고 아이가 다르게 행동함을 발견하면, 이 차별적 대우가 다른 행동의 원인인가 또는 [부모의] 
응답인가?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상호 작용하며216, 부모의 행동은 부분적으로 아이의 현재와 과거의 

행동에 대한 응답이고 아이의 행동도 부분적으로 부모의 현재와 과거 행동에 대한 응답임을 의미

한다.  효과에서 원인을 풀어 내려는 노력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GS 이론은 일대일 관계가 
성격에 장기적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특히 이 ‘원인 또는 결과’ 문제를 피해 간다.  그러나, 이 이

론의 예측을 시험할 때 비슷한 문제가 돌출할 것이며, 짧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연령 영향 
 
GS 이론에 의하면, 가정 환경의 효과는 일시적이다(transient);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집 

밖의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아이들(toddler)과 취학 전 아이들은(preschooler) 집 밖에 있을 때

에도 가정 환경의 영향을 약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동기 중기가 끝날 때까지는, 집 밖

의 환경에 정상적으로 접한 아이들은 적어도 두 가지 행동 체계를 – 하나는 집 용도, 하나 이상

                                          
212 Ghodsian-Carpey & Baker, 1987; van den Oord, Boomsma, & Verhulst, 1994 
213 Loehlin, 1992 
214 DiLalla & Gottesman, 1991 
<19> 저자 자신의 설명을 들어 보자; “컨실은 ‘맥락’이란 단어를 해당 실험을 수행한 장소, 연구자 또는 교

수를 뜻한다.  두 가지 실험을 같은 맥락에서 행하면, 학생(피험자)들이 두 실험에 대해 응답한 내용이 양

의 상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즉 이 상관 관계는 같은 맥락의 영향 때문에 나왔지, 
실제 존재하는 상관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215 e.g., Daniels & Plomin, 1985 
216 Hartup & Laursen, 1991; Scarr & McCartne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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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 밖 용도 – 가질 것이라 예측된다.217   
 
부모의 집단에서 아이들의 집단에 주는 영향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이 숙제를 하는 데 밤에 네 시간을 보내거나 유태계 청소년이 의사가 

되기를 결정할 때, 보통 부모의 영향이 작동한다고들 가정한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유태계 
부모들이 아마도 이 태도를 권장하기 때문에, 한 가족 또는 많은 가족들을 보더라도 부모의 능력

에 대한 인상을 단지 강화하기만 할 것이다.  이것은 인상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상

적이지 않은 – 부모가 전형적이지 않은 생각을 지닌 청소년 – 경우다.  GS 이론은 비전형적 부

모의 아이가 부모들의 대다수가 승인한 행동과 태도를 수용하는 데서 그들의 또래와 똑같다고 예

견한다.  부모의 태도는 직접 전해지지 않지만, 또래 집단의 경로로 전해진다; 
 

스나이너(Snyder) 박사의 부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음악 콘서바토리(conservatory)로 가라고 제안했다.  

“나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 훌륭한 유태 소년에게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상했다.  

그의 많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기 원했고, 그가 말하듯이 “내 일생의 주요 목표가 다른 소년들과 

같아지는 것이었다”기 때문에 그는 역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218 
 
그런고로, 청소년기에 특정 또래 집단 안에서, 교육적 열망을 향한 태도도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부모의 태도도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면) 역시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부모와 그들의 아이들 사이의 상관성은 의미가 없어야 한다.  데이(Day)와 그녀의 동료들

은 멕시코계 미국인 사회에서 정확히 이 결과를 보고했다.219 
 
여러 다양한 영향(Miscellaneous Effects) 
 
몇 가지 다른 작은 영향들이, 가정 환경이 아이들이 집 밖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왔

다는 인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아이들은 중립적인 [실험] 설정에서 실험하거나 관찰할 수 있으나, 
실험 상황의 어떤 면이 – 성인 연구자, 질문의 본질, 또는 또래들이 없다는 점 – 그들의 집에서 
행동하는 체계를 불러올 수 있다.  [실험의] 질문들이 [또래 친구들과 연관된] 행동보다는, [부모

들과 갖는] 정서적인 관계나(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친구들보다는 부모들을 아마 더 사랑한다) 
어린이들이 또래들과 있는 동안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에 속할지도 모른다.  학령 아동들이 친구

들과 미래 경력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종교와 정치에 대한 토

론을 멀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성격 문제들을 어린 시기의 경험까지 추적한 회고적(retrospective) 연구들은 

기억 편향(memory bias)에 의해 자주 혼동된다.  한 예로, 우울증(depression)은 기억에서 불행한 
사건들을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내게 하는 경향이 있다.220  그 결과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

울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경험을 아동기에 가졌다고 말하게 하며, 이는 아동기의 불행

한 경험이 우울증을 유발했다는 보증 안 되는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전 연구의 재해석 
 
부모 양육의 스타일과 이혼의 효과라는 두 가지 잘 정립된 연구 영역을 간단히 다시 조사하겠

다.  두 영역에서 연구자들이 아이의 [성격] 발달에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증거로 자신들의 발

                                          
217 Day, Borkowski, Dietmeyer, Howsepian, & Saenz, 1992; Deaux & Major, 1987; James, 1890, p. 294; Sansone 

& Berg, 1993 
218 Kolata, 1993, p.C8 
219 Day et al., 1992; see also Kindermann, 1993 
220 Mathews & MacLeod, 1994 
<19> ‘권위적’이 ‘권위주의적’과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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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해석한다. 
 
부모 양육 유형(Styles of parenting) 
 
바움린드(Baumrind)는(1971) 부모 양육의 세 유형을 정의한다;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아이

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보스 boss 같은 부모), 허용적(permissive) (무엇을 원하건 자식이 하는 
대로 허용하는 나약한 부모), 권위적(authoritative)<19> (확고하지만 온화하고, 자식의 의견을 고려

하는 부모).  권위적 부모의 아이들이 사회적과 학문적으로 더 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

다.221 
매코비와 마틴(1983)은 부모 양육의 유형 연구에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부모는 아이의 행

동을 유발하기보다 그에 응답한다.  가족 당 한 아이만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모든 아

이들에 대해 관찰한 아이 양육 유형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아이에 대해서만 그랬는지를 
모른다.  만약 후자라면, 부모가 아이 양육 유형을 개별 아이의 특성과 행동에 맞추었을 것 같다.  
반대로, 만약 부모가 모든 아이에게 아이 양육 유형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행동 유전학적 공유 환

경 측정에서 왜 그 영향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문제는 양육 유형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나타난다.  최근의 연구는 다른 하부 문

화 집단에서 양육 유형의 영향이 다름을 보여 주었다.  한 예로, 아시아계 미국인 부모들이 연구

해 온 하부 문화적 집단 중에 가장 덜 권위적이며 가장 권위주의적인 아이 양육 유형이다; 그러

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다.222  이 결과는 바움린드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문

헌의 새로운 해석과 부합한다.  다른 문화 집단은 아이 양육에 대해 다른 규범과 관습이 있으며, 
부모의 또래 집단을 통해 전수된다.  미국에서, 거의 모든 부모들의 또래 집단은 바움린드가 권위

적이라 부른 양육 유형을 찬성한다.  바움린드가 측정한 것은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중류 부모들이 그들 문화에서 승인한 유형으로 아이들을 양육한 능력이다.  그녀는 이 일에서 경

쟁력이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는 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향의 생물학적 아이들을 갖는다는 
점을 알아냈다.  경쟁력이라 불리는 질을 만들어내는 정확한 특성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성격과 지적 특성보다 덜 유전된다고 기대할 이유는 없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같은 하부 문화적 집단은 부모의 또래 집단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집단들은 문화적으로 승인된 다른 아이 양육 유형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223  권위주의적 아이 양

육 유형을 승인하는 집단에 부모가 속해 있다면, 아이들을 그 유형으로 키우는 능력이 경쟁력의 
표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육 유형 문헌에 나타난 상관성은 하부 문화 그룹 안에서 유전적 경

쟁력 차이에 기인한다. 
하부 문화적 집단 사이의 차이는 집단 과정에 돌릴 수 있다.  다른 하부 문화적 집단의 구성원

인 젊은 사람들은 다른 집단 전형, 태도, 행동 규범을 – 차이가 대조 효과에 따라 더 분명해진다 
– 갖는 다른 청소년 또래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주어진 또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또래 집단을 역시 공유하고 따라서 아이 양육 유형이 유사한 부모들을 갖는다.  따라

서, 청소년들의 행동과 태도의 하부 문화적 차이는 부모의 아이 양육 유형에서 보이는 하부 문화

적 차이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 결과는 아니다. 
 
이혼의 영향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을 (그 때까지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이들과 비

교한다.  결과는 항상 같다; 전체적으로,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이 행동적 정서적 문제가 많다.224  
이혼한 부모의 성인으로 자란 아이들이 결혼에 실패할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이225 이 효과들이 
오래 지속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GS 이론은 전통적인 이론과는 다르게 이 발견들을 설명한

                                          
221 Baumrind, 1989; 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222 Dornbusch et al., 1987; 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 
223 Chao, 1994 
224 Hetherington, Stanley-Hagan, & Anderson, 1989; Krantz, 1989 
225 Glenn & Kram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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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혼은 유전될 수 있다.  맥규(McGue)와 리켄(Lykken)은(1992) 개인이 이혼할 가능성은 

유전적임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에서 평가된 유전성은 약 0.50이었다; 공유 환경의 영향은 
영(zero)에서 의미 있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유전되는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충동성 또는 
비호감(disagreeableness) 같은 특성이나 226  유전적 요소가 있는 음주 성향 227 , 그리고 이혼을 더 
쉽게 하는 경향이다. 
자식의 행동 문제가 이혼에 선행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하기 몇 년 전에, 이혼한 부모의 아이

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행동 문제들이 그 아이들에게 보이는데, 특히 소년들이 억압된 
감정을 실행하는(acting out) 행동이다.228  이것은 그 문제가 이혼 자체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

라, 그에 선행하는 가족 갈등과 “역기능(dysfunction)”에 의한다는 증거라고 해석되어 왔다.  동등

하게 개연성 있는 해석은 아이의 문제 행동이 갈등 경향의 부모들에서 아이들이 물려받는 성격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229  가능한 다른 혼동을 낳는 요소는 반응적 영향이다; 한 아이의 문

제 행동은 가족 내 스트레스를 늘려서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혼은 주거지가 바뀌는 현상을 자주 가져온다.  맥라나한(McLanahan)과 부스(Booth)는(1989) 

한 연구 대상에서 38%의 부양 어머니들이 이혼 후 첫 해 안에 새 거주지로 이사했음을 보고했다.  
거주지가 바뀌면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 보통 부정적인 – 미친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과 
지위 위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는다; 그들은 새 집단에서 수용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위치를 전

부 다시 확립해야 한다.  베른버그(Vernberg)는(1990) 지난 1년 내에 가족이 이사한 소년들을 또

래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감을 발견했다(소녀들은 그렇지 않았다).  가족이 이사하는 
영향에 대한 다른 한 연구는 가족이 자주 이사한 아이들이 자주 이사하지 않거나 전혀 이사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다른 모든 인구학적 차이를 통계적으로 제어한 후에도 둘 이상의(multiple) 행동 
문제를 77% 더 갖고 있음을 보였다.230 
이혼은 가족의 경제적 상태를 자주 낮춘다.  이혼과 이사 후 아이가 만나는 새 이웃은 전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편모 가정의 약 반은 빈곤 수준 이하다.231  사회 경제적 지위가 변하면 아

이의 또래 집단 규범도 그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 수입이 줄어들면 
아이들의 현재 집단의 지위 위계에서 위치가 변화하여 아이의 집단 관계에 영향을 줄 있다.  소

녀들에게 특히, 가족 수입과 그 결과들은 – 비싼 옷, 치열 교정, 피부과 의사 같은 사치품을 가질 
수 있는 것 – 아동기와 청소년의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232 
아이들은 집에서 관찰되고 평가된다.  이혼 전과 후의 가정은 다르고, 아이가 집에서 행동하는 

것은 거기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한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 연구의 대다수 자료가 아이들의 집에

서, 또는 아이 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았거나, 아이들의 부모가 설문지에 응답한 것으로 구성

되었다(부모들의 응답은 집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에 기초한다).  중립적이고 가정 밖의 관찰

자가 - 그 아이의 교사 같은 – 자료를 모으면, 영향은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진다.233 
아이들은 아동기에 관찰되고 평가된다.  이혼의 영향에 대한 자료가 쌓임에 따라, 연구자들은 

부모의 이혼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그 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234  
이는 성인 성격에 공유 가정 환경이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이 없다는 행동 유전학 자료와도 부합한

다.  부모의 이혼은, 물론, 공유 가정 환경의 일부다.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 
 
GS 이론에 따르면, 집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에서 경험한 것

                                          
226 Loehlin, 1992 
227 McGue, 1993 
228 Block, Block, & Gjerde, 1986; Cherlin et al., 1991 
229 Frick & Jackson, 1993 
230 Wood, Halfon, Scarlata, Newacheck, & Nessim, 1993 
231 McLanahan & Booth, 1989 
232 Adler et al., 1992 
233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 Neighbors, Forehand, & Armistead, 1992 
234 Hetherington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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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격 발달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설명한다.  “왜 같은 가족의 아이들의 성격이 아이마다 그

렇게 다른가”235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집 밖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집 안에서 한 경험이 그들

을 더 닮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듯하나 그렇지 않다.  
두 형제자매를 가정하자; 아동기 또래 집단에서 지위가 다르며, 또래들이 다른 식으로 조형하고, 
다른 청소년기 군중(crowd)에 속하며(하나는 우등생 brain, 하나는 낙오자 burnout), 성인이 되자 
매우 다른 성격으로 바뀐다.  그들을 또래 집단 경험이 성격 차이를 만들었나, 아니면 그들이 이

미 다르기 때문에 또래 집단 경험이 달라졌나?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귀찮게도 성격 특성에 미치는 세 가지 가능한 영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가정 경험, 또래 집단 경험, 그리고 유전이다.  두 사례가 유용할 연구와 분석 종류의 모범

으로 작용한다.  첫째 것은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조사다.  로우(1994)는 유전이 흡연자 부모가 
흡연하는 아이들을 가질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른 연구자

들이 조사한 행동 유전학 자료를 사용했다.  그는 흡연에 포함된 환경적 요소가 흡연하는 또래들

과 접촉하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자료를 사용했다.236  또래 집단은 한 청소년이 담배 경

험을 할지를 결정한다; 유전은 그 또는 그녀가 니코틴에 중독될지를 결정한다.   
둘째 사례는 학교에서 잘 해 나가는 아이들의 동기에 또래 집단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인 킨

더만(1993)의 연구다.  킨더만은 4,5학년 학급 내의 아이들 파벌을 연구하고 그들이 학업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공유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집단들은 우등생과 낙오자 같은 고

등학교 또래 집단의 초등학교(grade school) 버전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집단들은 구성원들

이 안정적이지 않다 – 학교의 한 학년 내에 많은 아이들이 집단을 바꾸었음을 킨더만은 발견했

다.  집단을 바꿀 때, 새 집단의 태도에 맞추어 그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의 지능이나 부모의 태도 어느 것도 한 학년 내에 변할 듯하지는 않다; 따라서, 또래 집단 영

향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한 데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개개의 아이들이 자신의 비교 대

상(control)이기 때문에<20>, 또래 집단 영향의 효과를 다른 환경적 영향과 유전에서 구별할 수 있

다. 
GS 이론은 또한 그 특유한 가정들에서 생기는 예견들로서 검증받을 수 있다.  사회화의 맥락 

특이성 가정은 연구자들이 실험 또는 관찰을 집에서 한다면 가정 환경의 영향을 더 잘 찾아낼 것

이라고 예견한다.  이 예견의 부수적 사항(corollary)은 가족 내의 환경적 차이(집 안에서 평가된

다)를 찾아서 성인 성격의 차이들을 (부모의 집 밖에서 평가된다)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실패할 
운명이란 것이다.  한 부모가 두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는 20년 전부터 이 형제자매들

이 그들의 부모와 맺는 관계를 잘 예견하는 자료였던 경향이 있지만237, 그들은 성격 특성의 설명 
안 된 분산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성인의 성격 특성과 차별 대우 사이에는 상관성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나겠지만, 해석이 불가능하다; 당신이 형제자매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당

신을 가장 사랑했나, 아니면 어머니가 당신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은가? 
아이들이 또래 집에서 얻은 행동들을 집에서 얻은 행동들보다 더 좋아하도록 사전에 경향이 지

어졌다는 가정은 두 맥락이 겹치는 상대적으로 드문 기회를 관찰하여 검증할 수 있다.  한 예로, 
아이들이 셋 또는 넷의 친구들을 부모의 집으로 데려와 놀고 있을 때, 부모와 또래의 어느 편 행

동 규칙을 그들이 따르는가?  아홉 살짜리 소년이 어머니와 또래가 다 있을 때 무릎이 까지면 어

떤 일이 생기는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처럼 우는가, 아니면 또래들과 있을 때처럼 “씩씩하게” 
행동하나? 
아마도 이 논문이 장래의 연구에 미칠 가장 중요한 영향은 가족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이들

의 생활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연구자들이 더 주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에 미치는 이혼의 영향에 대한 근래의 논문은238 이혼 후 다른 가정에서 산 형제자매들

이 “심리 사회적 적응(psychosocial adjustment)”에서 같은 가정에 계속 살았던 경우보다 더 다르

                                          
235 Plomin & Daniels, 1987 
236 Rowe, Chassin, Presson, Edwards, & Sherman, 1992 
<20> 관찰 비교 대상이 동일한 아이들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끼리 비교할 때 생기는 유전

적 차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임 
237 Bedford, 1992 
238 Monahan, Buchanan, Maccoby, & Dornbusch,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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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다른 가정에서 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 또는 둘이 부모가 이혼한 이래 적어도 한 
번 거주를 옮긴 경우다.  새 거주지로 옮긴다는 것은 보통 그 아이가 친숙한 또래 집단을 잃고 
새 집단에 적응해야 하여, 아마도 지위가 수량화할 만큼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머무른 
형제자매들보다 거주를 옮긴 아이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이 나쁜지 좋은지를 안다면 흥미 있겠지

만, 그 논문은 이 점을 구별하지 않았다. 
 

설명 안 된 분산을 설명하기 
 
이 논문에서 설명한 이론은 행동 유전학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도록 이끈다.  이 재해석은 분산

의 환경적 부분만을 포함한다.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은 어디에 있는가?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은 아이의 우편 주소(postal address)에 따라 행동 유전학자들이 정의했

다; 같은 집에 사는 두 아이들은 한 환경을 공유하며, 다른 집에 살면 그렇지 않다.  이는 유용한 
구별이 아니며, GS 이론에 따르면 영향을 줄 수 있는(effective) 환경이 – 성인기에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아이의 유전적 특성을 바꿀 수 있는 환경 - 집이 아니고 그 밖이기 때문이다.  같은 집

에 사는 두 아이가 영향 있는 환경을 공유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이웃에 살고, 같

은 학교에 가고, 같은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위계 순위가 비슷하지만 같은 집에 살지는 않는, 나

이와 성이 같은 [유전적으로] 관계 없는 두 아이들이 영향 있는 환경을 공유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쌍둥이는 가정 환경과 영향 있는 환경을 둘 다 공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들이다.  그러나, 

심지어 같은 또래 집단에 속한 쌍둥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또래들이 조형하거나 뚜렷이 다른 사회

적 순위일 수 있다.  다른 나이의 형제자매들은, 이런 가능한 차이 말고도 순위와 [또래들의] 조

형에서 시간적 대조군(cohort)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시기의 아이들 문화들을 연달아 [경
험하며]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239  시간적 대조군 효과는 이란성 쌍둥이가 쌍둥이 아닌 형제자

매들보다 – 모두 평균적으로 유전자 50%를 공유하지만 - 일반적으로 더 닮은 것을 설명할 수 있

다.240 
GS 이론은 사람들이 사적 공간인 집에서 사는 서구의 도시화한 사회에서 가족 내 과정이 형제

자매들이 더 닮지 않고 덜 닮게 한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친형제 자매들이 공유 유전자로 돌릴 
수 없는 유사성이 있다면, 그들이 집 밖에서 공유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유사성을 획득했을 가능

성이 더 크다. 
 
비공유 환경이 친형제 자매들을 다르게 만드는가? 
 
행동 유전학자들은 형제자매들을 다르게 만드는 환경적 영향으로서 비공유 환경에 돌릴 분산의 

부분을 자주 정의한다.241  이것은 약간 사실을 오도하는데, 그들이 언급하는 것은 음(陰)의 상관

성이 아니라 상관성이 전혀 없는 임의성(randomness)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상관성을 제외

한 후 분산에서 남은 것이다. 
친형제자매들을 달라지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행동 유전학자들이 공유한다고 부르는 것일 가능

성이 더 높다.  그들이 비공유라고 부르는 환경은 형제자매들을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

지 그들을 더 닮게 하지 못할 뿐이다 – 정확하게 말해, 그것은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아이들보다 
그들을 더 닮게 만드는 데에 실패한다. 

 
분산의 근원 
 

                                          
239 Corsaro, 1993 
240 Plomin & Rende, 1991 
241 e.g., McGuire et al., 1994; Plomin, Owen, & McGuff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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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이론은 단지 한 효과가, 집단 내 동화가 서구 사회에서 아이들 사이의 성격 개인 차이를 줄

인다고 가정한다.  집단 내 동화는 또한 사회화를 유도한다 – 문화적 규범의 전달이다.  그러나, 
사회화는 행동 유전학 연구에서 측정된 분산에 거의 영향이 없는데, 거의 모든 경우 연구 대상이 
같은 문화에서 다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GS 이론은 서구 사회에서 아이들 사이의 개개인 성격 차이를 증가시키는 세 가지 주요 영향과 
두 가지 작은 영향을(괄호 안에 넣었다) 가정한다. 

 
1. 집단 간 대조 
2. 집단 내 지위 차이 
3. 집단 내 사회적 비교(comparison) 
4. (가족 내 지위 차이) 
5. (가족 내 사회적 비교와 대조 contrast) 

 
이 다섯 영향이, 집단 내 동화 영향을 제외하고, 모든 환경적 분산을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정

의하는 공유와 비공유 환경적 영향의 개념은 관계가 없다; 한 아이가 오크(Oak) 가 42번지에 사

는지 56번지에 사는지는 장기적 결과가 없는 변수다. 
 

결론 
 
이 논문의 제목에서 질문한 데 대한 답은 어린이들이 많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들의 임무는 그들 모두에서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맥락에서 배우는 것을 같이 자동

적으로 섞지 않는 적응적 기전이 그들을 돕는다.  한 맥락에서 배운 것은 다른 맥락에서도 유용

하다고 입증되어야만 그 때 사용한다.  부모와 친형제 자매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협상하는 것은 
초기 아동기에 떠맡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 배운 것은 집 밖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집 밖에서는, 어린이들은 더 또는 덜 거칠게 판단받을 수 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여기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자기 정체성을 느껴서 집 

밖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 조상들의 농업 이전 사회들에서는, 집단 사회화가 다른 연령

대가 섞이고 성별이 섞여 있는 놀이 집단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화된 사회들에서

는, 사회화는 유아원(nursery school)이나 일일 탁아소에서 시작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같은 나이

와 성의 또래 집단에서 동력을 모아, 청소년기의 혼성 군중에서 거의 어느 선에 도달한다

(approach asymptote).  GS 이론에 따르면, 이 집단 내에서 한 아이가 갖고 태어난 심리학적 특성

이 환경에 의해 영구적으로 변화된다.  동화와 차별화라는 두 과정이 개선에 기여한다.  동화는 
문화적 규범을 전달하고, 개성의 거친 모서리를 다듬으며, 아이들을 또래와 더 비슷하게 만든다.  
차별화는 개개인의 차이를 과장하며 다양성을 늘린다.  어느 주어진 순간에 어느 과정이 우세한

지는 사회적 범주가 더 또는 덜 두드러지게 하는 맥락 변수들에 달려 있다. 
이 두 중심적 가설에서 – 아이들이 집 안과 밖에서 행동하는 법을 별개로 배우고, 집 밖의 사회

화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에서 일어난다 – GS 이론은 심리학적 특성에 가정 환경이 
지속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점점 많아지는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성격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공유 환경은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와 공유하는 환경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발달의 강건성(robustness)에 놀라움을 표해 왔다; 그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다.  
이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이(슬플 정도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중요하

고 영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다.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갖는 환경이 – 아이의 놀이 집단이 - 모든 사회에서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대개 
문제가 없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마을에는, 집단을 이루는 
데 충분한 수의 아이들이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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