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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리교과가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핵심교과로 부상되고 있다. 그런데 세
계시민성 함양은 상대지역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하
지만 우리나라 지리교육은 아직도 특정 장소를 재현할 때 사실과 상관없
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스테레오타입 때
문에 발생하는 편견은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키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
다. 그런데 여러 지역 중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이 형성되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스테레오타입은 인지구조상 대단히 견고한 것으로서 변화시키기 쉽지
않지만 긴 사회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은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고 편견을 해
소하기 위해 교육과정개편과 함께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지리교과의 위상이 높은 프랑스는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교육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는 나라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프랑
스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스
테레오타입 및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적 사고에서 좀 더 자유로울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 있어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그 차이의 원인이 학교교
육에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아프리카지역학습을 재구성할
때 프랑스 지리교육과정의 장점을 참고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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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실험
을 통해 ①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차이, ②스테레오타입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이나 최근의 변화경향을 인
지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 ③스테레오타입 형성 원인으로 알려진 서구
중심적 사고(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차이, ④양국 학생들이 아프
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학교수업, 대중매체, 접촉 중 어디에서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 학생들에 비해 아프리카를 좀 더 부정적
으로 스테레오타입화 하여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아프리카의 다
양성이나 최근 변화모습 인식에 있어서도 프랑스 학생들이 더 잘 인식하
고 있었다.
둘째, 프랑스 학생들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
오타입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모습을 좀 더 인
식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셋째, 양국 학생들 간 서구 중심적 사고(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고 있다고 생각
하는 지에 대한 비교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학교교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중매체나 접촉 부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리고 프랑스 학생들은 학교교육, 대중매체, 접촉 순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학생들은 대중매체, 학교교육,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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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다.
연구 결과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크기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이 결
과는 인간의 인지구조가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을 유지
시키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사회심리
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부정적으로 고
착화된 한 지역의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노력과 동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결과 나타난 양국 학생들 간 유의한 차이는 결국 프랑스 학교교육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회 지리과 교사
들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성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개발교육 등
의 연구와 실험적 수업 등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으
로는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데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사회 지리과교
육과정상의 아프리카지역학습 내용을 긴 사회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재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 지리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
물들이 축적된다면 우리나라 사회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아프리카지역학
습 내용을 재구성할 때 프랑스 지리교육은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주요어 :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 아프리카 편견, 아프리카 다양성,
아프리카 최근변화모습, 세계시민성교육, 프랑스 지리교육,
학 번 : 201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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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는 “세계와 소통하는 시
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란 항
목이 있으며 교육목표 중에서도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라는 항목이 있다. 특히 세계
지리 학습 목표에는 “세계화로 인해 세계 각 지역 간의 인적, 물적 교류
뿐만 아니라 정보 및 지식과 경제생활까지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
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임을 명시하고
있다1). 학생들이 인터넷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인 유 튜브(you-tube)에
서 클릭을 하는 행위, 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고르는 행위 등 사소한 행
동 하나하나가 지구촌 어느 지역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대
가 된 것이다.
세계화시대로 명명된 지구촌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상
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교육적 개념
이 세계시민성 교육이다. 세계시민성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빠르게 변
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변화를 자각할
수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합당하게 사고하며 행동하는 자질을 함양하도
록 하는 교육이다(김민성, 201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시민성 교육은 어느 한 교과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가 직 간접
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
1)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

1

치의 이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간상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
과는 그 중심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사와 세계지리교과
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유용
한 교과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성 교육과 직접적 관련성
이 있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임성택, 2003). 특히 지리 학습은 다중
스케일의 장소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지식의 함양이 가능하고 이는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시민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에 의
해 만들어진 지리교육과정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리교육
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을 새롭게 선정하고 조직해야할 필요성이 있
으며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또한 필요하다(최정숙 조철기, 2009).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태도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내용이 이러한 방
향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
리교육내용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다수 존재한
다. 그중 많은 연구들이 특정장소를 재현할 때 나타나는 스테레오타입
(stereotype)2)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을 세계시민성 함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장소 중에서 특히 아프리카는 지리적 심리적 고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이유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
입이 형성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Ukpokodu, 1996).
2)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은 고정관념, 정형성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영어 원
문인 스테레오타입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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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고 그 면적이
미국, 중국, 인도, 유럽(러시아 제외), 일본을 합친 것 보다 크며 유엔에
가입한 국가수가 53개국으로 6대륙 중 가장 많다. 당연히 다양한 자연환
경과 수많은 민족, 언어, 종교, 문화, 삶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대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자연
환경을 가졌고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폭력과 혼란이 난무하는
하나의 균질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한 편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Mudimbe, 1988). 서구유
럽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식민주의적
시각은 나중에 애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정의한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은 우
리나라에도 이식되어 졌는데 이를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이라 한다. 복제
된 오리엔탈리즘이란 우리나라가 서양식 경제 사회를 모델로 발전해 나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서양과 동일시하고 우리보다 서양식 발전이 더
딘 지역을 타자화 하여 바라보거나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3)(조철기, 2012).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한 편견은 아프리카 지
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로막고 있는 좋지 못한 것으로서 당
연히 극복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를 스
테레오타입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지구조로 설명하기도 하고(Smith &
Zarate, 1990) 학생들이 주변사람들에게서 얻게 되는 잘못된 정보, 대중매
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서구중심주의적사고, 식민주의적 시선, 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같은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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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 그것을 강화시키는 구조에서 찾기도 한다(Bennett, 1995).
하지만 스테레오타입이 고정불변의 것 또한 아니라는 점에도 연구자들
은 주목하고 있다. 스테레오타입은 오랜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화 가능
한 개념이라는 것이다(Hilton & Hippel, 1996). 따라서 가정교육과 함께
사회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학교교육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은 당연히 수행되어야 한다.
2000년 이후 학교현장에서 많은 사회 지리과 교사들이 특정지역에 대
한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와 실험적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세계시민성교육, 국제이해
교육, 다문화교육, 개발교육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
은 실험 당시 일시적 태도변화는 유도해 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학생
들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미나,
2008). 따라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
어져야 할 시점이다.
임성택(2003)은 이미 형성된 편견적 태도를 짧은 시간 안에 변화시키
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있어 세대 간의 차이
가 난다는 사실에 주목,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이전 청소년기 태도형성
과정에 보다 비중 있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두 번의 실험적 수업보다는 지리교육 과정이나 교과내용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지리교과가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편견적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 지리교육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그
4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대륙의 위상에 따른
교과내용의 한정성 때문이다. 제한된 시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
륙인 아프리카를 다루려다 보니 교과내용에 있어서 축소와 배제가 불가
피하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니 현저성(salience)에 의거하여
교과내용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다원 한건수, 2012; 김민성,
2013; 조철기, 2012). 현저성에 의거한 정보는 스테레오타입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서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가 주를 이룬다(추병완, 2012).
둘째는 교과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권한을 가진 기득권층의 이
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과서의
아프리카 관련 내용도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서구중심 주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다원 한건수, 2012; 김소순 조철기, 2010;
박선미 우선영, 2009; 주재홍, 2006). 즉 교과내용은 편향된 서구중심 주
의적 시각에 의해 선정, 조직되어 있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짧은 시
간 효과적인 학습내용 전달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비판적 검토 없이 학
생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일깨
워 주고 서구 중심적 시각을 교정시켜줄 비판적 세계시민성 교육은 미진
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이나 그것 때문에 형성된 부정적 편견의 문제
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오랜 다인종, 다문화사회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연구되어 왔고 교육을 통해 그것을 수정하려 노력
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개선해온 경험이 있다(김다원 한건수, 2012).
미국은 1980～90년대에 걸쳐 사회과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혁하였는데
전통적인 백인남성중심의 교과내용에서 벗어나 여성은 물론 아시아, 아
프리카 등을 포함한 비서구적 시각과 문화적 전통까지도 교육과정에 포
함시켰다(최병모, 1992). 영국 또한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스케일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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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성교육에 있어서 지리교과가 주도적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 논리 구축과 실천적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조철
기, 2006).
지리교육의 위상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도 세계시민성
교육의 강화를 지리교과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상호문화교육’ 또는 ‘문화 간(intercultural) 교육’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태
도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는 인종, 민족, 성(gender)에 관한 반 편견교
육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허진영, 2012).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리교
육이 영미권 지리교육의 영향을 받아 사회과의 하위과목으로 자리매김된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지리교육은 독립교과로서 초, 중, 고 전 학년에 걸
쳐 교육되어지고 있고 프랑스어, 수학, 외국어 다음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이상균, 2012) 세계시민성교육에 있어서 지리교과가 차지
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나 거기에서 발
생하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온 국가들 중 특히 지리교육의 위상이
높은 프랑스의 지리교육에 주목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프랑스와 한국
의 지리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와 거기에 따른 아프리카에 대한 학생들
의 사고와 태도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한국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학습내용의 절대량이 많
다4). 따라서 축소와 배제를 통한 교과내용의 단순화 때문에 발생하는 스
테레오타입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 학생
4) 예를 들어 2010년 현재 중학교 2학년 아프리카 단원에 배정된 시간을 보면 아프리카의
다양성에 관하여 6~7시간 수업하게 되어있고 마그레브지역을 4~5시간 배우게 되어 있
어 총 10~12시간을 배우게 된다(이상균, 2012). 이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 중 아프리
카를 배우는 전체시간 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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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아프리카의 다양성과 최근의 변화경향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
고 있을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오랜 반 편견 교육의 전통은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과 거기에 따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 지리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에서 중등 전 과정
에 거쳐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세계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편성되
어 있다. 또한 지리교육과 연계하여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
민교육이란 독립과목이 중학교 교육과정 4년 동안 필수로 학습하게 편성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과 거기
에서 발생하는 편견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프랑스가 지리적 역
사적 심리적으로 아프리카와 훨씬 가까워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획득도
쉽고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되고 있
다면 당연히 우리나라학생들에 비해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이 적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국제비교 연구들은 주로 영미권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
리교과의 위상이 높은 프랑스 지리교육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드믄 편이
다(이상균, 2012). 따라서 현장실험을 통해 지리교육의 위상이 높은 프랑
스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 되
었다. 연구 결과 차이가 난다면 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참조할 방향을 제시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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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는 방대하고 보다 수준 높은 전문성
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돌리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요소와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의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점이 발견되면 제언을 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큰 틀에서의 목적은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우리나라 지리
교육 과정을 재구성 할 때 프랑스 지리교육의 장점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지만 이 연구만으로 이와 같은 거대담론의 결론을 도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는 스테레오타입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획득을 바탕으로 변화 필요성에 관한 강한 동기가 있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그 변화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국학생들이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변화 모습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
지를 비교해 본다.
셋째,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을 형성시킨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오리엔탈리즘, 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
에 양국 학생들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양국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학교수업, 대중매체, 접
촉 중 어디에서 주로 얻고 있는지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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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실험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첫째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편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물
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둘째로는 스테레오타입의 범위를 아프리카로
한정하여 아프리카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된 역사적배경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이데올로기인 오리엔탈리즘(서구 중심주의적 사
고, 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스테레오타입이 대중매체나 학교교육에서의 학습 자료에 의해 어
떤 식으로 강화되고 지속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로는 학교교육 학습
자료(교과서) 속에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학습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연구한 미국과 한국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다섯째로는
분석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을 자연환경
과 인문환경으로 나눠 목록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스테레오
타입화에 따른 문제점을 아프리카의 다양성에 대한 경시측면과 현대의
역동적인 변화모습을 무시한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 보았다.
현장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추출한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사진 설문지, 스테레오타입과 상반된 이미지 사진을 통해 다양성과
최근 변화모습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설문지,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 정도를 살펴볼 텍스트 설문지, 학생
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한 학교교육, 대중매체, 접촉에 관한 텍스트설문지등 총 4종류
의 설문지를 작성, 설문조사를 통해 양국 학생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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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후 분석방법

모든 설문은 7점 리커트 측정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설문지 수합 후
항목별로 국가별, 학교 급별 평균값을 구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양
국 학생들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1.0을 이용하여 변수가 두 가지일 경우 독립표본 t
검정( t-test), 변수가 세 가지일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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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이란 용어는 1922년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월터 리
프만(Walter Lippmann)에 의해서 개념화 되었다. 그는 매스커뮤니케이
션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서 ‘여론(public opinion)’에서 ‘시민
들은 그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만드는 그림(The picture in our head)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그 그림들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주로 미디
어를 통해 전달 받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 그림들이 곧 스테레오
타입이다.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리프만의 고전적 연구 이후 스테레오타
입 연구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인지적응, 태도와 편견 등에 관한 연구
의 핵심개념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선미 우선영, 2009).
사회심리학에서는 스테레오타입을 일종의 인지구조로 설명한다. 인간
은 수많은 사람과 사물들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일정한 틀로
범주화 시킨다. 사람집단을 예로 들면 넓게는 인종별, 종족별, 단위국가
의 구성원(국민)별로 범주화하기도 하고 좁게는 경상도인, 전라도인, 서
울의 강남, 강북인 등과 같이 지역별로 범주화하기도 한다. 이때 범주화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준거로서 각각의 집단에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특성이 그 집단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평가자는 특성을 부여할 때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나 추
측 등을 개입시키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집단이 보일 행동특
성도 예상하여 포함시킨다(추병완, 2012).
인간이 주변 환경을 범주화 하는 경향은 사물에도 적용 된다.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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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을 모양, 성격, 용도 등 특정속성을 기준으
로 분류하고 범주화 한다. 이는 자신의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사물에 차
이를 부여함으로서 구별이 가능한 관찰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다. 인
간들은 이렇게 환경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끊
임없이 주변 환경을 범주화 한다(Taylor, 1981).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범주화 하기위해 사용된 준거로서의 특
성이 각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희소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두드러지게 지각하는 인지구조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 생산한 정보 중에서 다른 집단
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정보는 무시하고 그 집단만의 돌출된 정보를 획
득했을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집단의 특성을 인지하려는 경향이 있
다(Hamilton & Gifford, 1976). 따라서 스테레오타입은 그 집단의 보편적
특성보다는 특수하고 돌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한번 스테레오타입화가 진행되고 나면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
킬 수 있는 돌출된 정보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정보가 나오더라도 사람
들은 잘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미나, 2008). 여기서 돌출된 정보란
현저성(salience)을 의미하며 현저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극
단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극에 쉽게 주의력을 기울이는 인지구조를 갖고
있어 어떤 집단을 범주화 할 때에도 그 집단 구성원들의 극단적이고 부
정적인 속성이나 특질, 행동 등을 그 집단 특성의 단서로 과도하게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추병완, 2012; Skowronski & Carlston, 1989).
결과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은 한 집단의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레
오타입에 기반 하여 얻게 된 어떤 지역이나 집단의 정보는 부정확할 수도
12

있고 그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도 있으며 심지어는 왜곡된 정
보일 수도 있다.
Rothbart & John(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부집단보다는 외부집단을 보다 동질적으로 지각하는 특성이 있다
고 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내부집단의 개체들은 일상적인 관찰의 범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 개체들의 특징들을 자각할 수 있지만 외부집단
에 대해서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부정적이거나 돌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테레오타입화 시켜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내집단 성원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공
평한 감정을 갖게 되고 외집단 성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불공평
한 감정을 갖게 된다. 결국 스테레오 타입은 낮선 집단일수록 더욱 부정
적이고 불공평한 방향으로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아프리카가 부정
적 스테레오타입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는 Ukpokodu
(1996)의 견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한 집단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들의 특성은 절대로 균질할 수
없다. 하지만 주로 부정적이거나 불공평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테
레오타입은 그 집단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들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개체
로 취급한다. 따라서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
우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소지를 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스테레
오타입은 부정확하고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을 해
석함으로써 이들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잘 못된 방향으로 이끌 개연
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이 타 집단과의 관계형성
에 있어 부정적 역할을 한다면 특정집단에 대한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한번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을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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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쉽지 않다. 스테레오타입은 외부세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위해 태
어나면서부터 사회화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Allport(1954)는 스테레오타입은 어
느 사회나 늘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이미나(2008)도 인간의 인지구조가 생긴 대로
작동하다면 스테레오타입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며 결국 몇 번의 교
육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다.

2. 스테레오타입과 편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편견(prejudice)이란 잘못 되었거나
불충분한 정보, 특히 부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에
의거하여 어떤 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5)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은 일상생활에서 구분 없이 쓰이지만 학문적으로
는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 모두 개체를 하나
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그 범주화된 집단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사회심리학에서 스테레오타입은 인지적 측면, 편
견은 스테레오타입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도적 측면이라고 정의한다(이미
나, 2008; 추병완, 2012). 즉 스테레오타입은 특정집단을 인지적으로 명확
히 구분하기 위해 그 집단에게 일정한 특성(주로 부정적이거나 부정확한
특성이긴 하지만)을 부여하여 그 집단을 단순히 인식하는 가치중립적 체
계인데 반해 편견은 잘 못된 스테레오타입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집단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단에 소속
5)“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올포트(Allport,1954)의 고전적 저서「편견의 본질」에 의하면 스테
레오타입은 평가자가 경멸하는 집단의 성원들에 대한 적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심리학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생기는 적대감은 매우
적으며 스테레오타입은 부정적 속성이 대부분이지만 긍정적인 속성도 일부 포함하고 있
는 양면가치적인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추병완, 2012, p. 78). 따라서 긍정적인 스테레
오타입이나 편견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논고에서는 편견을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반영된 부정적 편견이란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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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성원을 향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거나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무
시하는 태도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은 관찰자 스스로의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조철기. 2012).
결론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은 표적이 되는 집단에게 해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스테레오타입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집단에 대한 정보
의 정확성이나 그 집단과의 상호의존성이 필요할 경우 해로움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다(추병완, 2012).

3.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의 변화가능성

편견이 이처럼 타인 혹은 타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편견
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차원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편견
은 과연 극복 될 수 있는지, 또는 교육적 노력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지
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편견적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편견은 일종의 성격적 특질(trait
of personality)로서 성격 형성 및 발달의 문제이고 인간은 자신의 신념
이나 태도를 보호하고 존속시키려는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
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Allport, 1954; Rothbart & John, 1985).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의 통제범주를
넘어서 사회가 끊임없이 그것을 학습시킨다는 점이다(이미나. 2008). 고
아라(2005)는 수도권 초등학생들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에서 편견의 형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요인으로 태어나서 부터의 가
정교육, 사회화의 첫 단계인 또래집단, 학교교육에서의 교사, 현대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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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 그리고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는 지역사회, 욕망과 가치기준이 각기 다른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끊임
없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편견을 학습하게 노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스스로 그것을 뛰어넘어 반 편견적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면 편견적 태도는 변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편견을 극복하려는
반 편견적 노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편견을 유발하는 한 집
단의 스테레오타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각하고 강화하는 인지구조상 변
화시키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추병완(2012)에 의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현상에 대해 스테레
오타입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세 가지 유형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스테레오타입과 일치하는 정보이고
둘째는 스테레오타입과 무관한 정보, 셋째는 스테레오타입의 부당성을
증명해 주는 정보가 그것이다. 그런데 스테레오타입과 일치하거나 무관
한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작용
을 하지만 스테레오타입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 이전
정보와 사려 깊게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 스테레오타입은 변화
된다고 하였다.
임성택(2003)연구에서도 이미 형성된 태도를 짧은 시간동안 변화시키
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집단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세대 간 큰 차이가 존
재한다는 것에 주목해 보면 편견은 변화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태도형성은 긴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많은 환경적 요
인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세대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사회
화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각기 다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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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흑인이나 백인 등 다른 인종을 대하
는 태도가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생활 속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
다. 편견적 태도가 결코 바뀌거나 극복 될 수 없는 것 이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세대별로 대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그 부당성이 자각되고 연구되어 끊임없이 시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세대는 반 편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새로
운 세대의 사회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학교교육의 의무이기도 하다.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자아정체
성이 확립되기 전인 아동부터 청소년 시기이다. Allport(1954)는 가정환
경이 편견적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주되고 원초적 근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편견적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이전
초기사회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아정체감이라는 개념
을 처음으로 도입한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이 가장 뚜렷하게 형성
되는 시기를 12～18세 사이로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을 받
는 초, 중등학교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교교육 또한 편견적 태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에 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스테
레오타입의 형성과 변화가능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학교교육이 스테레오타입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
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여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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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보제공

범주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정보

[그림1] 스테레오타입의 형성과 변화

매스미디어
접촉

6)

4.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
1) 역사적 배경

문자로 기록된 사료만을 역사연구의 자료로 인정하는 역사학계의 전통
은 문자기록 없이 구전만으로 전해오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역사,
특히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기 시작한 15세기 이전의 아프리카의
역사를 암흑의 시대로 남겨두었다(d’Almeida-Topor, 2006). 이는 문자기
록이 남아있는, 1415년 포르투갈의 엔리케(Dom Henrique) 왕자가 북서아
프리카 해안으로 탐험대를 보내 시작된 유럽의 아프리카 진출 이후만을
아프리카의 역사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사
실 유럽의 역사에 편입되어 광범위하게 기록되고 인식되어온 사하라이북
의 이집트, 카르타고, 파티마 왕국 등은 차치하더라도 사하라 이남에도
고대부터 가나, 말리, 송가이등 수많은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었
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유럽인들 입장에서
6)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종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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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늘 미지의 땅이었고 상상의 땅이었다. 특히 이슬람세력의 팽창에 의해
북부 아프리카지역으로 부터도 단절된 이후에는 아프리카 전체를 인간이
사는 대륙이라는 사실보다는 신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15세기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탐험은 주로 해안지역에 집중되었으나
1788년 영국 런던에서 왕립지리학회의 전신인 아프리카내륙발견협회가
설립된 후에는 아프리카 내륙탐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데이
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헨리 스탠리(Henry M. Stanley)등 서
구세계의 시각에서 보면 영웅적이었던 탐험활동은 때마침 발달한 인쇄술
에 의해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서구인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과 탐험의지를 자극하였다. 이때부터 아프리카는 상상의 땅
이 아니라 유럽인들의 개척을 기다리고 있는 원시와 미개의 땅이라는 새
로운 이미지들이 만들어 지기 시작하였다(김시혁, 2010; 한건수, 2006).
나중에 애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에 의해 정의된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적 시각 즉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구 중심적
(eurocentlism)시각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비(非)서구 지역(동양이라 총칭)의 역사적 존재 사실
과 무관하게 그들의 필요에 의해 발견해 내고 때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안 까지 한 서구 이외의 지역을 바라보는 서구인의 사고체계를 의미한
다(Said, 2001). 그런데 서양과 동양이라는 인식론적인 구별을 통해 사고
하는 오리엔탈리즘의 기저에는 동양인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고방
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의 실체 및 사실과는 상
관없이 서구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소순 조철기, 2010).
오리엔트라는 개념은 페르시아시대(기원전6세기～3세기)에 페르시아
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생겨나 서양인들의 지리적 인식범위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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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점차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지리상의 발견이후 서구 세계의
지리적 인식범위의 확대는 비(非)서구 지역을 모두 오리엔트라는 추상적
인 범위로 확대시켰고 그것을 해석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인식론적
세계관을 확립시켰다(윤명철, 2010). 따라서 아프리카도 당연히 오리엔탈
리즘이 적용되는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핵심은 아프리카를 ‘미개’와 ‘야
만’의 땅으로 타자화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아프리카를
문명화 시키는 것은 백인의 의무(white man’s burden)이고 아프리카에
서의 삶이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인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아프리카를 문명화시키기 위해 노력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담론으로 서구
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를 정당화 하는 논리다(한건수, 2006). 이와 같은
사고는 일부 정치가나 식민관료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나 지식인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의 표상으로 알려진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작가 빅토르 위고 (Victor-Marie Hugo)
조차 1879년에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지중해의 한쪽에는 문명이, 다른 한 쪽에는 야만이 있다.(...)

아

프리카에는 역사가 없다. 일종의 드넓고 어두운 신화가 아프리카를 감싸
고 있다.(...)

이 거칠고 무뚝뚝한 아프리카는 두 가지 모습 밖에 없

다. 사람이 사는 곳은 야만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원시이다.(...)
19세기 백인은 흑인을 인간으로 만들었다. 20세기에 유럽은 아프리카를
세계의 일부로 만들 것이다.(...) 자, 인민이여 그 땅을 차지하라.(...)
그대들의 노동자들을 소유주로 바꾸어라. 자, 가라! 도로를 뚫고 항구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라(심재중, 2007, p. 123).

연설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서구인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주의적 시
각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나를 알 수 있다. 서구 중심적 시각에 의해
형성된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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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어 오늘날 아프리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의 접근이나 그들의 삶
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 혹은 서구 중심적 사고는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식
되어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서구의 오
리엔탈리즘을 차용한 동양론(東洋論)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으며 최근 G2로 위상이 격상된 중국은 중화주의라는 중국적 오
리엔털리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명철, 2010).
한국 또한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에 근접
하면서 우리자신을 발전된 서양과 동일시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조
철기(2012)는 서구가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식민지를 ‘미
개’와 ‘야만’으로 타자화 했듯이 우리도 개발도상국을 열등한 동양으로
타자화 하면서 우리자신을 발전된 서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
적하며 이를 ‘복제 오리엔탈리즘’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
들 역시 아프리카를 바라볼 때 오리엔탈리즘에 기반 한 서구 중심적 사
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개
발도상국 출신 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차별이나 적대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강화, 유지 시키는 구조

①대중매체(mass media)
많은 연구자들이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을 강화, 유지시키는 구조로서
대중매체의 역할과 학교교육에서의 잘못된 학습자료(educational materials)의
사용을 들고 있다(Osunde et al., 1996; Upokodu, 1996). 그중에서도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화 등 대중매체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매체 특성상 아
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왔다(Pieterse, 1992).
대중매체에 의해 재현된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은 야생동물의 천국,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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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이 사는 밀림, 인간거주에 부적당한 초원, 사막 등이다. 이는 아프리카
라는 공간을 미개와 야만의 땅으로 타자화 시켜 서구의 식민 지배를 정
당화 하기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가 오늘날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야생동물의 천국이란 이미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아프리카 인들
은 일생동안 야생동물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
분은 도시7)에 거주하거나 야생동물과 마주칠 일이 없는 대륙의 인구밀
집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Keim, 2009). Osunde et al.(1996)은 미국에
서 사회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조사
한바 있었는데 응답자 중 82%가 호랑이가 사는 대륙이라는 응답을 하였
다고 한다. 하지만 호랑이는 인디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남동부
아시아 토착동물로서 아프리카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초원’ ‘동물의 왕국’ 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이는 아프리
카의 자연을 다룬 오래된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 보인
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다룬 최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시
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선희(2012)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다큐멘터리「푸른
지구의 마지막 유산 콩고, 2010, KBS」「아프리카의 눈물, 2010, MBC」
등에 나타난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을 분석한바 있다. 그녀에 의하면
이들 다큐멘터리도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타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구별
짓기가 담보된 영상을 재현하고 있으며 특히 서구의 식민주의적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어 권력적 측면도 담보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
(Keim, 2009).

7) 아프리카의 도시화율은 40%정도이고 시골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인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도시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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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서구의 식민주의적 시선이란 아프리카를 ‘비어 있는 땅’ ‘야생의 물
과 뭍’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진출하여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
는 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유럽인들의 적극적 진출을 유도하기 위
한 심리적 동기를 제공하려는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였다.
대중매체에 의해 재현된 아프리카의 인문 환경적 모습은 원시인
(primitives), 부족생활(natives), 가난(poverty), 기아(famine), 질병
(disease), 폭력(violence), 후진적(backward), 종족분쟁(racial problem),
미개발(undeveloped) 등이다(Osunde et al., 1996). 심지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신문조차도 타 대륙에 비해 아프리카 관련기사
는 절대적으로 적다. 그나마 다룬 기사도 내용을 분류해 보면 모두가 골
치 아픈 사건(trouble in africa)과 호기심(curiosities from africa)으로 수
렴된다(Keim, 2009). 결과적으로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아프리카는 현대
의 역동적인 변화모습보다는 유럽인들에 의해 오랜 동안 고착 되어온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하고 확인시켜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윤선희(2012)의 연구 중 다
음 구절은 대중매체가 얼마나 서구 식민주의적 시선에 집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큐멘터리가 보이는 식민주의적 타자화의 영상구성은 한 프로그램 안
에서도 곧 모순을 보일 정도로 작위적이다. 제작진이 원시성으로 재현한
충격적이고 이국적인 삶의 모습의 재현은 후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인종 분류의 집단 영상에서
보였던 모습과 달리 첫 장면에서 누드로 등장한 부족이 실제 생활에서는
옷을 입고 지낸다거나 부싯돌로 불을 붙이느라 야단법석을 떨던 부족이
나중에 보니 라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냥과 낚시에 기계를 사용하
는 장면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장면에서는 현대 문명과 차단된 극 오
지를 강조하는 장면인데, 실제 제작 스태프가 한국의 가족과 스마트폰으
로 통화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도 있었다(윤선희,2012, 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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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교교육에서의 학습자료(educational materials)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은 학교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교육할 때 사용된 잘못된 자료들이다(Benett, 1995;
Sunal & Farouk, 1987, Ukpokodu, 1996에서 재인용). 이 학습 자료에는
물론 교과서도 포함된다. 그동안 교과서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
수학습 자료로서의 위치를 점해 왔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대단히
높다(조철기, 2012). 특히 아프리카에 관한 학습 시 교과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친숙하지 못한 학습내용을
다룰 때 교과서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Zagumny &
Richey, 2012). 그런데 교과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학습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가르친다
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도 출판당시의 사
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가르칠 내용이 선정되어 조직된다.
그런데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에 관한 교과서 내용에는 불
공정한 왜곡(unfair bia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내용을 선
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축소와 배제는 피할 수
없는 왜곡(unavoidable bias)을 동반하기도 한다(조철기, 2012).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는 최근까지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따
라서 교과서 속의 아프리카에 관한 기술빈도가 매우 빈약하다(박선미 우선
영, 2009). 기술빈도가 빈약한 만큼 교과 내용도 축소와 배제를 통해 최대한
단순화하여 기술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
치는 출판업자나 저자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의 수준도 낮아서 결국 우
리나라 교과서 속의 아프리카는 스테레오타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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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속의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교과서적이다’라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스테레오타입 연구가 매우 빈약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을 미국의 연구
와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Ukpokodu(1996)는 미국의 사회과 학습에서 아프리카지역 학습 시 문
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학생들
은 매스미디어나 주변에서 얻어지는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 수업 전 이미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을 갖고 있다. 둘째, 그런데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할 교사들도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교사 자신들도 사회화 과정이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아
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이 형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교사는 수업 전에 스스로를 진단한 후 다음과 같은 학습목표를 염
두에 두고 수업자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거대한 대륙이므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둘째, 아
프리카는 고립된 지역이 아니고 우리와도 상호의존성이 있는 대륙이다.
셋째,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적, 지리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넷째, 민주화되고 현대화된 아프리카 국가들을 소개하여 최근 발전된
아프리카 모습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Osunde et al.(1996)은 미국 사회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스테레오타입의 형태가 30
년 전 연구 때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사하
라 이남지역 학습 시 교사들이 유념해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연
구를 통해 나타난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형태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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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 형태

야생동물(wild animals), 영양결핍(malnutrition), 질병(disease), 오두
막(huts),
(poor),

부족(tribes),
사막(deserts),

코끼리(elephants),
마을(villages),

밀림(jungles),

호랑이(tigers),

가난
원주민

(natives), 미신(superstitions), 창(spears), 미개발(underdeveloped),
문맹(illiterate),
(primitive),

헐벗은(naked),

폭력(violence),

주술사(witch

종족갈등(racial

doctors),

problems),

원시

피그미족

(pygmies), 야만(savages), 후진(backwards).

김다원 한건수(2012)는 초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
환경 영역에서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지닌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고 문화 역사 영역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로 구
성된 아프리카를 과도하게 단순화, 일반화 시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과 편
견을 심어주고 있었으며 자원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의 변화 모습보다는 정
체적이고 낙후된 이미지 등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박선미 우선영(2009)은 7차 교육과정 1학년 사회교과서8종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을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언급은 총 25번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였고 이는 아시아
36.2%, 유럽 32.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술빈도가 과도하게 적음
을 지적하였다. 내용측면에서도 ‘내전과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는 곳’, ‘기
아에 허덕이는 곳’, ‘인권이 억압된 국가’등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있어 부
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였다.
김소순 조철기(2010)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속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데올로기 및 편견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의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결과 사하라이북 아프리
카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57%, 긍정적 43%였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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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62%, 긍정적 38% 로 사하라이북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그 이유
를 석유관련 산업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전체적인 이
미지는 ‘폭력적이다’, ‘후진적이다’, ‘열등한 인종이다’, ‘불쌍하다’ 등으로
서구 중심주의적 스테레오타입과 일치함을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자연환경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동물의 왕국, 타잔 등 매스미디어 영향을 받
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
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교과서가 46%로 가장 높았
고 매스미디어가 36%, 기타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민성(2013)은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은 시간적 제약으로 아프리카
관련 내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이 지역 학습 시 스테레오타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사례중심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내전과 폭력으로
스테레오타입 화 되어있는 르완다가 실제로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가
정착되어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에 주목,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리교과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긍정적 사례중
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아프리카 자연환경의 다양성, 평화정착 노력,
경제적 역동성 등을 학습할 수 있고 나아가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재홍(2006)은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세계사 영역을 분석
하여 교과서속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양은 열등한 존재
로,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서구는 우월한 존재로 서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과서 속의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할 때 페이지 28의<표2>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서구 중심
주의적 시각을 비교할 때 이 분석기준을 차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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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오리엔탈리즘의 분석 기준
분석범주

하위범주
열등한
동양

서양
중심
주의
오

우월한
서양

리
엔
탈
리
즘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

중심개념

관련 내용

신비적
비과학적
후진적
폭력적
여성적
보편적
과학적
발전적
민주적
남성적
타락하고
무능력한
동양인
폭력적인
동양인
동양인 의 젠더
에 관한 기본
가정
계몽과 문명화
자원‧영토의
탈취
자본의 축적

•
•
•
•
•
•
•
•
•
•

특이함, 낮설음, 과거적
비이성적, 비합리적, 미신적
고정적, 야만적
독재와 불평등, 전제적, 혼란적
정체적, 피동적, 수동적
역사적, 현재적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실용적
문명적, 변화적, 진보적
자유와 평등, 평화적, 안정적
역동적, 능동적, 적극적

• 비겁함, 게으름, 신뢰할 수 없음,
단순함, 우둔함
• 사악함, 폭력과 욕정
• 겁 많고 여성화된 동양남자
• 신비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동양 여성
• 미개하고 야만적, 호기심과 개척의 대상
• 원료의 공급지
• 상품과 자본을 수출할 시장

그런데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
한 전략적 학습을 한다고 해도 쉽게 극복 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 이미나(2008)는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 태도
변화 양적연구에서 대부분이 태도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타지역,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그 원인을 사회과 태도변화연구의 대부분이 내재적 태도8)가 아닌 외
현적 태도9) 변화에 한정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8) 내재적 태도란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는 편견
이 남아있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짜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통
제(conscious control)를 하거나,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자신의 무의식속에 편견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해서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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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프리카에 관한 스테레오타입

지금 까지 살펴본 문헌연구들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스
테레오타입을 정리해 보면 <표3>과 같다.
<표3> 아프리카에 관한 스테레오타입 분류
분야

내용

스테레오타입

•아프리카 기후는 대부분 열대와 건조기후 지역
자연환경

인종

•아프리카는

밀림, 초원, 사막,
인간거주에 부적합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대부분이 흑인이다.
•아프리카에는 우리와 다른 특수한 인종들이 많다.

종교

•아프리카인들은 원시신앙을 숭상한다.

정치

•아프리카는 혼란과 폭력의 대륙이다.

야생동물의 천국
피그미, 마사이,
식인종
원시신앙, 미신,
주술사
폭력, 종족갈등,
내전

•아프리카 경제는 후진적이며 원시농업에 의존

인문
환경

이다.

경제

하여 살아간다.

화전식이동농업, 플

•아프리카경제는 자립이 불가능하여 국제원조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아프리카사회는 원시 부족사회이다.

사회

•아프리카인들은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질병이 만연해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문맹자가 대부분이다.

랜테이션, 국제원조

가난, 질병,원시적,
부족사회,야만적,
후진적, 문맹

이 분석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의 다양성이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는 아
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 국가도 53개국으로 유엔
가입 기준 세계에서 가장 국가가 많은 대륙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적도
9) 외현적 태도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공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태도이다.
이때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를 의식한 방어적 태도측면에서 얼마든지 무의식속의 자신
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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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남북이 비교적 균등하게(남위35〫-북위35〫) 위치해 있다. 따
라서 메르카토르 도법으로는 타 대륙에 비해 좁게 표현된다. 하지만 실
제 크기는 30,243,050㎢로 미국, 중국, 인도, 유럽(러시아 제외), 일본의
면적을 합친 것 보다 크며 따라서 기후,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일
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일부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도 부정적
이거나 자극적인 사실들을 아프리카의 전체모습으로 확대 해석하여 아프
리카라는 단수명사로 표현하고 있다.
둘째는 아프리카의 최근 변화경향이나 변화를 위한 역동적인 노력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과는 다른 대표적인 사
실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인들의 종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가 41%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통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13%에 불과 하다(d’Almeida-Topor,
2006).
②적도기니(Equatorial Guinea)는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7,853
$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아프리카 전체 GDP
성장률은 5.4%였고 앙골라, 적도기니, 에티오피아는 연 평균 성장률이
10%를 웃돌았다(UN, 2013).
③아프리카 전체 문맹률은 2010년 기준 성인의 경우 33%, 청소년의 경
우 25%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높지 않다. 또한 초등교육 진
학율은 아프리카 전체로는 83%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90%이상이
며 중등학교 진학률도 50%에 육박하고 있다(UNESC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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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후투족과 투치족의 종족갈등으로 인한 학살로 각인되어진 르완다는 내
전의 상흔에서 벗어나 이미 평화가 정착되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
루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어가고 있
다(김민성, 2013). 1992년 이미 아프리카 42개국 정상들이 세네갈의 수
도 다카르에 모여 민주주의란 보편적인 것이고 각국 정부는 민주주의
로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2003년 7월 모잠비크 수도 마
푸토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 정상회담에서는 ‘부패에 대한 예방과 투
쟁에 관한 협약’을 채결하기도 하였다(d’Almeida-Topor, 2006).
그런데 이러한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변화모습과 변화를 위한 노력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암흑의 땅이며 폭력과
부패가 난무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곳이며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
는 비극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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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 연구 설계

1. 현장 연구 절차 및 실험도구 개발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의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
따른 편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와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따른 편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인 아프리카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는 각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본 후 지리교육 및 아프리
카지역 학습을 가장 충실이 하고 있는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연구 절차
는 [그림2]와 같다.
실험 대상지역 선정 및

문헌과 교과서 분석

비교국가 선정
한국, 프랑스 교육과정 분석을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 추출

통한 동질집단구성

설문문항 개발

프랑스어 설문문항 개발

적합성 검토

적합성 검토

설문 실시

설문지 분석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그림2〕현장 연구 절차

대상지역과 비교국가를 선정한 다음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그에 따른 편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진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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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설문1,설문2). 사진 설
문지는 문헌조사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추출
한 다음 범위를 지리교육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좁혀 각각의 스테레오타
입에 적합한 사진을 선정하였다.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번 각인된, 특히 부
정적으로 각인된 스테레오타입은 인지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가 힘들다
고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관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사진만으로는
양국 학생들의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해 스테레오타입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과 뚜렷이 대비되는 사진을 한 장
씩 선정하였다. 모든 사진은 실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이며
이 대비되는 사진을 이용한 설문을 통해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의 다양
성 및 최근 변화 모습 인식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각 사진설문은 ‘전혀 아니다’에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까지의 7점 리
커트 척도로 작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테레오타입이 강한 것, 그리
고 다양성 및 최근 변화 모습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
다. 선정된 사진 일람은 <표4><표5>와 같다.
<표4> 자연환경 부문 스테레오타입 사진 선정
항목
1

2

3

스테레오타입

내용
대부분

지역이

사진
열대/건조

기후
인간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자연조건
야생동물의 천국

문항

사하라사막

설문1-6

사헬지대

설문1-3

사바나지역

설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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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사진
(다양성)
눈 덮인 아
틀라스 산맥
몸바사 해변
르완다 농장
지역

문항
설문1-5

설문1-4

설문1-2

<표5> 인문환경 부문 스테레오타입 사진 선정
항목

내용

스테레오타입
사진

문항

마사이족

설문2-7

1

(인종)니그로의 본고장

2

원시적인 경제

화전농

설문2-8

3

미개하고 후진적인 삶

흙 당구

설문2-3

4

기아와 질병

비참한 삶

설문2-1

5

내전과 혼란과 폭력의 땅

내전

설문2-10

대비사진
(역동적
변화 )
남아공
크리켓국가
대표
나이지리아
라고스
항구
모로코
스키장
행복한
가족
케냐의
선거

문항

설문2-4

설문2-6
설문2-2
설문2-9
설문2-5

사진 설문 작성 후 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그에 따른
편견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의 텍스트 설문을 작성
하였다 (설문3, 설문4).
설문 3은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을 발생시키고 유지시켜온 근본적 원
인으로 알려진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 있어 양
국 학생들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작성되었다. 오리엔탈리즘
은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복
제된 오리엔탈리즘 즉 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
에 오리엔탈리즘, 서구 중심적 사고, 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설문을 작성 하였다. 설문지는 주재홍(2006)의 박사
학위논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분석」에 쓰인
분석틀과 프랑스 학자 H. d’Almeida -Topor(2006)의 저서 ‘L' Afrique’
(아프리카 열일곱 개의 편견)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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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문은 ‘전혀 동의안함’에서 ‘보통이다’ ‘매우 동의함’ 까지 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서양 중심주적 사고가 강한
것으로 설계 되었다. 설문 3에 사용된 분석틀과 설문 내용은 <표6>와
같다.
<표6>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 검증 틀과 설문내용
항목

범주

중심 개념
신비적, 비과학적

1

서구 중심주의

후진적
폭력적
타락하고 무능력

2

인종차별주의

폭력적
여성적(수동적)
계몽과 문명화

3

제국주의

자원‧영토의 탈취
자본의 축적

설문
흑아프리카(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사
람들은 전래신앙에 바탕을 둔 원시종
교를 숭상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민주주의를 할 만큼 성숙
하지 않았다.
아프리카는 종족간의 갈등과 전쟁이
빈번한 폭력의 대륙이다.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발전을 위
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프리카에서는 폭력이 일상화 되어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국제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은 것
은 유럽인들이 그들보다 우월하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은 아
프리카의 자원이용, 시장 개척 등 경
제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
다.

설문4는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 따른
편견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을 검토해 보기 위해 설계되
었다.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테레오타입을 부정하
는 새로운 정보획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
로운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양국 학생들 간 스테레오타입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문4는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어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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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통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설문은
학교교육, 대중매체, 접촉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설문
1, 2의 사진설문과 관련성을 갖는 내용으로 작성 하였다. 설문4는 텍스트
형 설문지이며 ‘전혀 아니다’에서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까지 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되었다.
작성된 사진설문지, 텍스트 설문지는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지리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현직교사 및 대학원생 8명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쳤다. 또한 프랑스어 설문지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 의뢰하여 한국어 설문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
작 되었으며 두 명의 프랑스 중등교사에 의해 검증을 받았다.
설문을 작성한 다음 한국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씩이 수업시간을 이용해 직접 실시하였다. 실험 실시 후 최종적으
로 설문지를 채점하고 통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양국 학생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결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2. 연구 시 고려사항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지역을 아프리카로 선정한 이유는 세계 어떤
문화든지 간에 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 왔
으나 가장 큰 피해를 본 대륙은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Ukpokodu, 1996). 또한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장 낮선 대
륙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양도 가장 빈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
정적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비교대상국가로 프랑스를 선정한 이유는 영미권 지리교육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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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지리교과가 사회과 교육의 하위과목으로 자리매김 된 우리나라
와는 달리 독립교과로서 초, 중, 고 전 학년에 걸쳐 교육되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독특한 지리교과 위상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스테레오타입과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
킬 수 있고 지리교과가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교과라면 프랑
스 학생들과 한국학생들 사이에 아프리카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이나 거기
에 따른 편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지리교과는 프랑스어, 수학, 외국어 다음으로 중요한 위상
을 차지하고 있다(이상균, 2012). 따라서 수업시수의 배정에 있어 우리나
라와 큰 차이가 난다. 2010년 현재 프랑스의 지리 관련 주당 수업시수는
<표7>과 같다.
<표7> 2010년 기준 프랑스의 지리 관련 주당 수업시수10)
구분

학년

교과 명

주당 시수

최종학년(terminale)

역사‧지리

4(필수교과)

1번째학년(première)

역사‧지리

4(필수교과)

2번째학년(seconde)

역사‧지리

4(필수교과)

3번째학년(3e)

역사‧지리‧시민교육

3:30

중학교

4번째학년(4e)

역사‧지리‧시민교육

3~4

(Collège)

5번째학년(5e)

역사‧지리‧시민교육

3~4

고등학교
(Lycée)

6번째학년(6e)

역사‧지리‧시민교육

3

중급학년2(CM2)

역사․지리

3~3:30

초등학교

중급학년1(CM1)

역사․지리

3~3:30

(Ecole

초급학년2(CE2)

세계의 발견

3~3:30

élémentaire)

초급학년1(CE1)

세계의 발견

3~3:30

준비과정(CP)

세계의 발견

3~3:30

표<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모든 학교 급, 모든 학년에 걸
10) 이상균(2011), 프랑스 지리교육의 이해, p27~37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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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지리가 교육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교과내용을 구성할 때 교과
내용 선택을 위한 축소와 배제에 따른 단순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낮을
것이다. 단순화정도가 낮다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학습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사실과 현상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테
레오타입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획득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지리교육은 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도 스테레오타입이나 거기
에 따른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프
랑스 지리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학습내용과 방법의 ‘계열화’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계열화(sequence)’ 란 후속 학습경험이 전단계의 학습경
험과 연계성을 갖되 학습 내용측면에서는 수준이 깊어지고 스케일 측면
에서는 지평이 확대되며 방법 측면에서는 탐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
미한다(황규호, 1999). 학습의 계열화에 있어 학교 급간 내용연계성의 문
제, 학교 급별 수준 적정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늘 지
적되어온 문제이다(김명희, 2004). 그런데 프랑스 지리교육의 경우 저학
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제별로 학습내용의 수준이 깊어지고 다
루는 지역의 스케일이 넓어지는 ‘학습 내용의 계열화’ 와 학교 급별로 차
별화된 탐구방식을 이용하는 ‘학습 방법의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상균(2012)의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 지리교육은 영미권이나 우리나
라처럼 교육학적 탐구방법에 지리적 내용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
리학적 탐구방법을 지리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
리학자가 지리학을 연구하듯 연구단계를 학교 급별로 배치해 놓았다. 초
등학교에서는 풍부한 지리적 경관사진과 삽화 등을 이용한 관찰위주의
지리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경관, 도시체계, 교통망 등
지리적 기본 개념에 노출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경관을 읽어 내고 제시
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각종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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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학습을 통해 좀 더 고차원적인 개념학
습이 이루어진다(이상균, 2012, p.103～111).
이러한 학습의 계열화를 아프리카 지역학습에 적용시켜 본다면 초등학
교 단계에서는 사진이나 삽화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다양한 경관과 삶의
모습을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그 경관과 사실들을 읽
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경관
과 사실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정치․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리수업을 충실히
받았다면 우리나라학생들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나 거
기에서 오는 편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의 변화 모습도 좀 더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비교대상 국가로 프랑스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프랑스가 역사적으
로 아프리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3]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출처: 김시혁, 2010,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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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60년대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으며
[그림3] 지금도 아프리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인이나 아프리카 문화와의
접촉 기회가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접촉은 상대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병완, 2012).
셋째, 사회과 태도 변화 연구들에서는 응답자들이 방어적 왜곡
(self-presentational bias)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할 경우 그것
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미나, 2008). 이러한 문제점을 고
려하여 본 연구 설문지는 사진설문을 텍스트 설문보다 먼저 배치했는데
이는 ‘피험자가 무엇을 조사당하는지 모르게 한다’ 는 내재적 조사도구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3. 결과 분석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목적중 하나는 한국과 프랑스 학교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서는 학교교육의 최종단계에 있는 고등학생 그룹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주 항목 비교는 고등학생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일 국가 내 학교 급별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항
목에서만 초등학교, 중학교 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든 설문이 7점 리커트 측정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설문지 수합
후 각 항목별로 국가별, 학교 급별 평균값을 구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
다. 양국 학생들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1.0을 이용하였다. 변수가 두 가지일 경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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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표본 t 검정( t-test)을 실시하였으며 변수가 세 가지일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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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차이 및 차이 원인 검토

1. 연구 참여자

실험대상은 한국학생 127명, 프랑스학생 109명 등 총 236명이다. 양국
실험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여건상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의 초등
학생 그룹은 5학년(만11세), 중학생 그룹은 최종학년인 3학년(만15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 그룹은 2학년(만1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그룹은 5학년(만10세), 중학교 그룹은 1학년부터 4학
년(만11～15세)학생들이 골고루 섞여있으며 고등학교 그룹은 3학년(만18
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대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양국의 학
제가 달라 비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주 비
교대상인 고등학생 그룹의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은 교육과정상
세계지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프리카학습의 전 과정을 마친 학년이고
프랑스 고등학교 3학년 또한 지리교과의 마지막 과정을 배우는 학년이기
때문에 스테레오타입 변화에 관한 학교교육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표8> 한국과 프랑스 학제비교11)
프랑스
고등학교
(Lycée)
중학교
(Collège)

초등학교
(Ecole
élémentaire)

최종학년(terminale)
1번째학년(première)
2번째학년(seconde)
3번째학년(3e)
4번째학년(4e)
5번째학년(5e)
6번째학년(6e)
중급학년2(CM2)
중급학년1(CM1)
초급학년2(CE2)
초급학년1(CE1)
준비과정(CP)

한국
최종과정
결정과정
진로지도과정
집중과정
관찰적응과정
심화학습과정
기본학습과정

11)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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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주 비교대상인 고등학교 그룹은 두 국가 모두 문과계열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프랑스 교육과정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계열구분 없
이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이고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인문계열, 사회경제
계열, 자연계열로 나뉘어 결정된 계열에 따라 각기 다른 수업을 받게 된
다. 그리고 인문 계열과 사회경제 계열 학생들은 주 4시간씩 역사 지리교과
를 필수로 배우게 된다. 참고로 양국의 학제를 비교해 보면 <표8>과 같다.
실험 대상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아
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미 응답항
목이 있는 경우 통계에서 제외 시켰다. 설문은 2013년 10월28일에서 11월5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선정된 학교의 특징과 설문지 회수 현황은 <표9>와 같다.
<표9> 설문 집단 현황
구분

소재지

한 국 A
초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프랑스 B
초등학교

파리근교
Villeneuve
la
Garenne 시

한 국 C
중학교

서울시
강북구

프랑스 D
중학교

파리근교
Villeneve la
Garenne 시

한 국 E
고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프랑스 F
고등학교

파리근교
Clamart 시

특징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공립학교로서
가정환경은 중, 상층이다.
•남녀공학
•프랑스 파리 근교의 중, 하층 밀집
지역에 위치 해 있으며 이민자들이
많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교
이다.
•남녀공학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있어
중, 하층 자녀가 대부분이다.
•남녀공학
•프랑스 파리 근교의 중, 하층 밀집
지역에 위치 해 있으며 이민자들이
많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교
이다.
•남녀공학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학교로서 가
정 환경은 중, 상층이다.
•남녀공학
•파리 근교의 백인중심 중산층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 대부분
이 프랑스 중산층 백인 자녀들이다.
•남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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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미사용)

인원

27
(0)

27

25
(0)

25

57
(4)

53

47
(6)

41

55
(8)

47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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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차이

아프리카의 전형적이고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있어 양 국가 학생들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설문지1, 설문지2 중 <표10>에
나타난 8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10>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 분석에 사용된 설문문항
구분

자연
환경

인문
환경

스테레오타입

항목

내용

1

대부분 지역이 열대/건조 기후

2

사진

인간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자
연조건

문항

사하라사막

설문1-6

사헬지대

설문1-3

사바나지역

설문1-1

마사이족

설문2-7

3

야생동물의 천국

4

(인종)니그로의 본고장

5

원시적인 경제

화전농

설문2-8

6

미개하고 후진적인 삶

흙 당구

설문2-3

7

기아와 질병

비참한 삶

설문2-1

8

내전과 혼란과 폭력의 땅

내전

설문2-10

양국 간 비교는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형성 및 변화와 학교교육과
의 관련성을 고찰해 보려는 연구목적에 맞게 학교교육의 최종 단계에 있
는 고등학생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프랑스 고등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p<.01). 한국과 프랑스 고등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의 결과는 <표11>과 같다.
44

<표11>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차이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한국

5.97

0.60

프랑스

5.33

1.00

스테레오타입

t
3.602

p
.001**

**p<.01
분석결과를 보면 실험 설계상 평균값이 7에 가까울수록 스테레오타입
이 강하고 1에 가까울수록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국 학생들
모두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한국의 평균값은 5.97, 프랑스의 평균값은 5.3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학생들이 프랑스 학생들에 비해 아프리
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강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평균
값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번 형성된 스테레오타입은 인간의 인지구조상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수많은 연
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Hilton & Hippel(1996)은 인간의 인지구조는 대상그룹의 그다지 중요하
지 않은 스테레오타입조차도 유지시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지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동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인지구조는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쉽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 되어왔고 동․서양에 비슷
한 양상으로 전파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에서 프랑스 학생들
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 간 유의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교육이 그만큼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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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학생들 간의 차이를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보기 위해 이번에는
자연환경에 관한 스테레오타입과 인문환경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으로 나
눠 양국 학생들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연환경부분
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에서는 양국 학생들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인
문환경부분의 스테레오타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12><표13>을 살펴보면 양국 학생들의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차이는 대
부분 인문환경부분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차이(자연환경)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스테레오타입

한국

5.55

0.99

(자연환경)

프랑스

5.34

1.26

t

p

0.884

.379

<표13>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차이(인문환경)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스테레오타입

한국

6.22

0.61

(인문환경)

프랑스

5.33

1.07

t
4.795

p
.000***

***p<.001
스테레오타입의 변화가능성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다
만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세계시민성 교
육이나 문화 간(intercultural) 교육 등이 인종편견, 문화편견 등 주로 인
문 환경적 요소에서의 편견해소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고(박소연 김부
윤 2012) 프랑스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일 것
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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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이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스테레오타입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것이다. 이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양국의 학교 급별로 스테레오타입이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결과는 실험과정에서의
결함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집
단을 비교할 때 표본수의 차이가 1.5배 이상 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프랑스 초등학교 표본 집단 수를 늘릴 수 없었기 때문
에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표본수가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와 같
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 급간 스테레오타입
의 변화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양국 학교 급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해 국가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프랑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ANOVA 분석결과는 <표14>와 같으며 Scheffe 사
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14> 학교 급간 스테레오타입의 차이(프랑스)
항목

스테레오타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5.94

0.68

중학생

5.51

0.70

고등학생

5.33

1.00

Scheffe

F

4.194

p

.018*

초등학생〉고등학생＊

test

＊p<.05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집단 간 평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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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면 초등학생 5.93, 중학생 5.51, 고등학생 5.33 으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장기간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면 아프리
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
상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
간 스테레오타입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ANOVA 분석결과는 <표15>와 같으며 Scheffe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
단 간 차이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15> 학교 급간 스테레오타입의 차이(한국)
항목

스테레오타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5.15

0.87

중학생

5.56

0.76

고등학생

5.97

0.60

Scheffe

F

10.994

p

.000***

초등학생〈고등학생***

test

***p<.001
한국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런데 학교급간 변화를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프랑스와는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평균값은 5.15, 중학교
5.56, 고등학교 5.97로써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스테레오타입이 점점 강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의 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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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 설문지 채점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응답
양상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프랑스 학생들은 1점 혹은
7점등 극단 값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간 값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설문1의1번 문항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의 야생동물을 찍은 사진으로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초등학생들은 25명중 1명을 제외한 24명이 7점
에 표기하였고 한국, 프랑스 중학생 고등학생그룹도 대부분 7점에 표기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초등학생그룹은 27명중 7명만이 7점에 표기 하여
다른 그룹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 초등학생들이 아
직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없어 스테레오타입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 초등학생들의 아프
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학교교육의 효과라기
보다는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 다양성과 최근변화모습에 대한 인식 차이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는 스테레오타입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이 스테레
오타입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동기가 생길 때 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설명 하였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에 반하는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수정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프랑스학생들이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의 변화모습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양 국
가 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사진설문 1,2중 <표
16>에 나타난 8항목을 이용하였고 비교집단은 양국의 고등학생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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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아프리카 다양성 및 최근변화 경향 인식 분석에 사용된 설문문항
구분

스테레오타입에

항목

내용

1

대부분 지역이 열대/건조 기후

자연
환경

인문
환경

2

인간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자

3

연조건
야생동물의 천국

4

(인종)니그로의 본고장

5

원시적인 경제

6
7
8

미개하고 후진적인 삶
기아와 질병
내전과 혼란과 폭력의 땅

반하는 사진
눈 덮인 아틀라스
산맥

문항
설문1-5

몸바사 해변

설문1-4

르완다 농장지역
남아공
크리켓국가대표
나이지리아
라고스 항구
모로코 스키장
행복한 가족
케냐의 선거

설문1-2
설문2-4
설문2-6
설문2-2
설문2-9
설문2-5

한국과 프랑스 고등학생들 간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변화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의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 및 최근변화경향 인식차이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다양성

한국

2.30

0.70

최근변화 인식

프랑스

3.00

0.95

t
-3.955

p
.000***

***p<.001
설문지 분석 결과 양국 학생들 간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를
인식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p<.001). 평균값
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30이며 프랑스는 3.00으로 프랑스가 높았다. 실
험 설계상 점수가 높을수록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경향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학생
들 보다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변화모습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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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타입 분석결과와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항목도 자연환
경과 인문환경 항목으로 나눠 다시 분석해 보았다. 눈 덮인 산악지대, 멋
진 해변 등의 사진이 사용된 자연환경 항목은 주로 다양성 인식과 관련
이 깊다고 할 수 있고 대도시의 모습, 민주적 선거모습 등의 사진이 사
용된 인문환경 항목은 최근 변화모습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좀 더 관련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스테레오타입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부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18>. 하지만 인문환경 부문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표19>
<표18>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 및 최근변화경향 인식차이
(자연환경)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다양성

한국

2.18

0.88

프랑스

2.46

0.96

최근변화 인식
(자연환경)

t

p

-1.435

.115

<표19>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 및 최근변화경향 인식차이
(인문환경)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다양성

한국

2.38

0.90

프랑스

3.33

1.07

최근변화 인식
(인문환경)

t
-4.583

p
.000***

***p<.001
스테레오타입과 마찬가지로 다양성 및 최근변화 모습 인식에 있어서도
자연환경 부문보다는 인문환경 부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고 평균값으로
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스테레오타입 및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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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교육이 주로 인문 환경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시
행되어 왔고 프랑스도 이러한 추세의 반 편견 교육을 해왔던 결과라는 스
테레오타입 분석에서의 유추를 좀 더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상 학교급간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학
교 급이 올라갈수록 탐구의 수준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아프리카 학습에
서도 상급학교로 갈수록 아프리카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
보들이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모습도
상급학교 학생들이 좀 더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아프리카의 다양
성과 최근변화모습 인식에 있어 학교급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양국 학교 급간 아프리카의 다양성과 최근 변화경향을 인식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프랑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ANOVA 분석결
과는 <표20>과 같으며 Scheffe 및 Tukey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20> 학교 급간 아프리카의 다양성 및 최근변화경향 인식 차이(프랑스)
항목

다양성
최근변화 인식

집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2.46

0.76

중학생

2.53

0.97

고등학생

3.00

0.95

Tukey test

F

3.975

p

.022*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p<.05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5이하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그 차이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후 분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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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테스트를 해 보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다시 Tukey 테스트를 해 보았다. Scheffe 테스트 결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확률이 .06으로 유의수준 .05에 미치지 못했으나
Tukey 테스트에서는 유의확률이 .046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 경향 인식수준이 의미 있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초등학생 2.46, 중학생 2.53 고등학생 3.00으로 학
교 급이 올라갈수록 아프리카의 다양성 및 최근 변화경향을 더 잘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
간 아프리카의 다양성과 최근변화 경향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한
국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ANOVA 분석결과는 <표21>과 같으며
Scheffe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21> 학교 급간 아프리카의 다양성 및 최근변화경향 인식 차이(한국)
항목

다양성
최근변화 인식

집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3.41

1.21

중학생

2.37

0.84

고등학생

2.30

0.70

Scheffe
test

F

15.495

p

.000***

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생＊**

***p<.001
분석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간은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p<.001)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그런데 평균값을 통해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 3.41, 중학생 2.37, 고등
학생 2.30으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 및 최근변
53

화경향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와는 정 반대 현상이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인지구조는 어떤 대상에 대해 스테
레오타입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더라고 스테레오타입과 일
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고(Hamilton &Gifford,
1990) 반대되는 정보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만 스테레오타입을 변화
시키는데 활용한다고 한다(Ruscher & Fiske, 1990). 따라서 이 연구결과
만 놓고 보면 한국학생들은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고 시민성 교육의 부재로 변화에 대한 강한 동기
유발에도 실패하여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테레오타입 결과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초등학
생 그룹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적어 명확한 스테레오타입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쉽게 받아들여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과 다양성, 최근변화 인식에 관한 양 국가 학
생들의 학교 급별 변화양상을 평균값에 기반 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4]와 같다.
[그림4〕의 그래프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한국학생들이 프랑스학생
들에 비해 스테레오타입은 약하고 다양성 및 최근의 변화모습은 좀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로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프랑스학생들에 비해 인식수준이 높기 보다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아프리카를 다루는 양도 많지 않고 관심도 적어 획득된 정
보량이 많지 않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초등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제시되면 그것을 아프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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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로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
입은 낮고 다양성과 최근변화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다는 결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림4〕양국 학교 급간 스테레오타입 및 다양성, 최근변화모습 인식 변화 양상

반면 프랑스 초등학생들은 교육과정 구성상 초등학교 단계에서 아프리
카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삽화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대
표 이미지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스테레오타입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
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프랑스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을 통해 다양성 및 최근변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
혀가며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약화 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
대로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과정의 양적, 질적 한계로 인하여 현
저성에 기반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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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인식저하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서구 중심주의적 시각 비교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서구가 아프리카를 식민화 하는 과정
에서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에 의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도 서구화 과정
을 통해 후진국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은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은 우리나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항목은 설문3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국가 간 비교는 한국과 프랑스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 고등학생들 간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의
결과는 <표22>와 같다.
<표22> 양국학생들 간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 비교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서구

한국

4.08

1.09

프랑스

3.74

0.94

중심주의적
시각

t
1.574

p
.119

분석결과 양국 학생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서구사회
의 당사자인 프랑스학생들과 한국학생들 사이에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또한 서구 중심적 시
각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한국학생들
이 더 강하다는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에 실패하고 있고 스테레오타입을 없애기 위한 강한 동
기유발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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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 획득 경로

특정 지역의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스테레오타
입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필요하다. 학생들
이 특정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대중매체, 접촉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획득된 정보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 혹은 유지
시키는 정보일 수도 있고 스테레오타입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정보일 수
도 있다.
이 절에서는 양국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학교교육, 대중매체, 접촉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고 각 항목별로 양국 학생들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분
석에는 설문4, 텍스트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비교 집단은 양국의 고
등학생 그룹이다.
① 학교 교육
먼저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학교교육을 통해 얻고 있다고 생
각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이 항목은 설문4의 1번에서 설문4의 5번까지
의 응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프랑스 고등학생들 간 아프리카
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학교교육을 통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의 결과는 <표23>과 같다.
<표23>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 정보획득 경로 차이(학교교육)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한국

3.27

1.56

프랑스

4.74

0.75

학교교육

t
-5.7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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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

분석결과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평
균값에서도 한국 3.28 프랑스 4.74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비교 대상 국가로 프랑스를 선정한 이유’에서 프랑스 지
리교육은 그 위상도 높고 교육과정상 배정된 시간도 많으며 교과 내용도
많은 시각적 자료와 함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프리
카에 대한 다양성 정보와 최근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우리
나라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학교 지리교
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②대중매체(mass media)
이 항목에서는 양국 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대중매
체를 통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이 항목은 설문4의
6번에서 설문4의 10번까지의 응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프랑
스 고등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의 결과는 <표24>와 같다.
<표24>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 정보획득 경로 차이(대중매체)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한국

3.98

1.72

프랑스

4.16

0.92

대중매체

t
-0.625

p
.534

분석결과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값에서
도 한국 3.98, 프랑스 4.19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매체의 평균
값(3.98)보다 학교교육 평균값(3.28)이 낮은 반면 프랑스는 대중매체 평
균값(4.19)보다 학교교육의 평균값(4.74)이 훨씬 높아 대조를 보인다. 다
시 말하면 한국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학교교육 보다
는 대중매체를 통해 더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프랑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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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 제
공하는 정보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매체의 특성상 특정지역의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한
바 있다.
박지훈 이진(2012)은 우리나라에서 명품다큐멘터리라는 이름으로 시청
률과 극장 관객동원에 성공한 <아프리카의 눈물> <울지마 톤즈> 등의
아프리카 관련 다큐멘터리가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데 공헌했는지를
수용자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이들 프로그램은 지금까
지 아프리카를 다룬 영상프로그램과는 달리 선진국의 책임인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부각시키고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정치,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프리카인들의 나태함 때문이 아닌 역사적, 국제관계적 맥
락 때문이라는 제작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대중매체의 기본 특성상 제작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국적
이고 원시적인 장소, 고통의 공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미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수용자들은 이러한 장면에만
주목하게 되어 결국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시청자의 심도 있는 선행지식이나 직접경험이 없으면 좋은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스테레오타입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얻는다면 그 만큼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가져오기
가 힘들어 질 수 있다.
③접촉
이번에는 양국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관한 이미지형성에 접촉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항목은 설문4의 10번에서 설문4의 14번까지
의 응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대상은 양국의 고등학생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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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타입화에 의해 형성된 집단 간 편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들 중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온 이론이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이
다. 접촉은 상대집단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호작용에 대
한 불안감이 해소되며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공감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편견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추병완, 2012). 접촉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주로 직접접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1990년
이후 연구는 집단 간 간접 접촉도 편견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하고 있다. 추병완(2011)에 의하면 간접 접촉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
능하다.
간접 접촉에는 내 집단 성원들 중 상대집단과 접촉을 하는 사람(확
대된 접촉, extended contact)이 있어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대리적 접촉, vicarious contact), 미디어 등을 통해 내집단과 외
집단

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접하는

것(의사사회적

접촉,

parasocial contact), 자신 스스로가 외집단 성원들과의 긍정적 접촉
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상상된 접촉, imagined contact) 등이
포함된다(추병완, 2012, p.220).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촉을 통해 획득하고 있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 간접 접촉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가 진
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을 작성할 때 직 간접 접촉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역사적, 정치 경제 사회적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연구 전 양국 학생들 간 가장 큰 차이가 날 것이라 예상한 항
목이 접촉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국 학
생들 간 접촉이 아프리카에 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
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의 결과는
60

<표25>와 같다.
<표25>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 정보획득 경로 차이(접촉)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한국

2.32

1.09

프랑스

2.61

1.15

접촉

t

p

-1.232

.221

따라서 설문지가 간접접촉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해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직접접촉에 의한 영향만을 다시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는 설문4의 13번, 설문4의 14번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직접접촉에
의한 영향은 양국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표26>
<표26> 양국학생들 간 아프리카 정보획득 경로 차이(직접 접촉)
항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한국

1.87

1.45

프랑스

2.65

1.83

직접 접촉

t
-2.228

p
.029*

*p<.05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프리카지역이나 아프리카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설문조사그룹 중 우리나라 고등학교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로서 해외여행경험이
보편화 되어 있는 그룹이다. 하지만 이집트 등 북부아프리카와 마그레브
지역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여행을 경험한 학생은 47명중 9명 정도로 추정
되었다. 반면 프랑스 고등학생 그룹은 43명중 18명이 아프리카를 여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직접경험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와의 지
리적 역사적 관계가 긴밀한 프랑스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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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접촉에 있어서도 프랑스에는 아프리카 이민자 및 그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확대된 접촉이나 대리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간접적 접촉 중 의사사회적 접촉, 상상된 접촉은 학교교육
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간접 접촉을 통
해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자료를 선택
할 때 스테레오타입에 기반한 자료 보다는 다양성이나 최근의 변화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자료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경험
이 스테레오타입 변화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비판적 시민의식교육과
결합될 때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 및 편견을 발생시키고 강화,
유지,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양국학생간의 차이를 평균값을 통해 그
래프로 나타내면 [그림5]와 같다.

〔그림5〕스테레오타입 관련 요인들에 관한 양국 학생들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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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의 그래프는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
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아프리카에 관한 정보획득에 있어 대중매체의 역
할 차이도 크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 및 직접접촉
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
는데 이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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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세계화는 세계 각 지역 간의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보 및 지
식과 경제생활까지 상호 의존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스케일의 변화에 조응하여 그에 합당하게 사고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리
교과가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핵심교과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교
육과정과 교과 내용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선정되고 조직되
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지리교육 내용 중 특정 장소를 재현할 때 사실과 상관
없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발생
하는 편견은 세계시민성을 함양 시키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
에서도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역사적 심리적 거리
감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스테레오타입은 인지구조상 대단히 견고한 것이어서 변화시키기 쉽지
않지만 긴 사회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변
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1980년대부터 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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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프리카와 역사적 관련성이 크고 지리교과의 위상도 높아 그동안의
반 편견교육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프
랑스 학생들 간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의 구
체적 차이 양상을 살펴보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향후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있어서 프랑스 지리교육의 장점들을
수용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아프
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있어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그 차이의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아프리
카 지역학습과정을 재구성할 때 프랑스 지리교육과정을 참고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 실험을 통해 ①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차이,
②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성이나
최근의 변화경향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 ③스테레오타입 형성 원
인으로 알려진 서구 중심적 사고(후진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차이, ④
양국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학교수업, 대중매체, 접촉
중 어디에서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있어서는 양국학생들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 학생들에 비해 아프리카를 좀
더 부정적으로 스테레오타입화 하여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생각
만큼 크지 않았다. 또한 스테레오타입의 차이는 대부분 인문환경부문에
서 발생하였으며 자연환경 부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세계시민성 교육이나 문화 간 교육 등이 주로 인문 환경적 주제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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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 학생들의 학교 급간 스테레오타입의 차
이를 비교해 보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스테레오타
입이 약화되고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는 스테레오타입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결
과가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 초등학생 실험집단수가
다른 집단수와 1.5배 이하로 차이가 나 일반적인 비교집단 실험의 원칙
에 위배되고 한국 초등학생의 응답패턴을 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수
준 자체가 매우 낮아 아직 구체적인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대
체적인 경향성은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아프리카의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 모습 인지에 있어서 양국 학
생들 간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 항목도 스테레오타입 항목
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학생들에
비해 다양성이나 최근의 변화 모습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스테레오타입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부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차이는 인문환경분야에서 발생하였다.
넷째,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 학생들의 학교 급간 다양성이나 최근변
화 모습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비교해 보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
등학교로 갈수록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와 고
등학교 사이에는 더 인지하는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다양성이나 최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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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모습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아졌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에는 인
지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의 아프리카 지역학습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이 아프리카의 스테레오타입
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있고 비판적 시민성 교육의 부재로 아프리카의 스
테레오타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동기 유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형성시키고 강화, 유지 시키
는 것으로 알려진 오리엔탈리즘적 시각, 즉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후진
국에 대한 차별적 시각)비교에서는 양국 학생들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평균값에서는 한국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고 있다고 생각
하는 지에 대한 비교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학교교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중매체 부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가장
차이가 클 것이라 예상했던 접촉 부문에서도 양국학생들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하지만 접촉부문 중 직접접촉 항목만을 비교해본 결과 유의
한 차이로 프랑스 학생들이 높았다. 프랑스 학생들은 학교교육, 대중매
체, 접촉 순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
학생들은 대중매체, 학교교육, 접촉 순이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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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
한 스테레오타입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크기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그만큼 부정적으로 고착된 한 지역의 스테레오타입을 변화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인간의 인지구조는
스테레오타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견을 유지시키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노력과 동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
회 지리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성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
육, 개발교육 등의 연구와 실험적 수업 등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와 같은 노력으로는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데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사회 지리과 교육과정의 아프리카 지역학습 내용을 긴 사회화 과정을 염
두 에 두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
육에서 지리 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 다음을 염두에 두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①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에 대해 인
지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②최근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변화모습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
이 구성되어져야한다.
③교과서 지면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지리교과는 학교
교육의 교과목 중 미술을 제외하고 가장 시각적인 교과목이며 학생들
은 지리교과의 텍스트보다는 시각 자료들에 의해서 더 강하고 오래 지
속되는 지역이미지들을 얻는다(Wright, 1979). 따라서 프랑스의 예
처럼 교과서를 구성할 때 최대한 많은 양의 다양성에 기반한 시각
자료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④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때 모든 자료들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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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되어 져야 하며 자료의 상시 수정 보완 시
스템도 구축되어져야한다. 특히 아프리카처럼 부정적으로 스테레오타
입화 되어있는 지역 학습에는 최근의 변화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나 거기에
서 오는 편견의 문제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사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각
적 변화과정이 없었다면 학생들 보다 더 부정적이고 견고한 스테레오타
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사들
에 대한 재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리교육에 관한 국제적 비교 연구는 영미권
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다. 세계시민성교육이 지리교육의 중요한 목표
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다양한 국가로 눈을 돌려 성공적인
사례 연구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교육의 위상도 높고 시민
성교육도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 지리교육에 대
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후속 연구들
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아프리카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되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약화되고 있었다. 때
문에 프랑스의 지리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아프리카 학습에 있어서 단순히 양적 차이 즉 수업시수
와 다루는 양이 많아 그만큼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가 커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질적인 차이 즉 교육과정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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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측면에서 아프리카 스테레오타입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
하다는 강한 동기를 유발해 낼 수 있는 학습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
인지를 계량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의 학제에 따른 학습단
계의 유사성, 그리고 경제수준에 기반한 거주 지역 특성의 유사성은 고
려하였지만 가정환경의 유사성은 고려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경우 일찍
부터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아프리카와 역사적으로도 긴밀했기
때문에 실험집단 중 다수의 아프리카 출신 혹은 아프리카 이민자의 자녀
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셋째, 국가 간 비교실험의 어려움 때문에 실험집단 구성에 있어서 표
집 집단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초등학교 표집 집단수의 경
우 일반적으로 비교연구를 할 때 타 집단과의 차이가 1.5배 이상 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
리가 있으며 다만 그 경향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실험설계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표집 집
단수를 확보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
스 학생들 간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및 편견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보다 완결된 연구를 위해서
는 그 차이의 원인을 밝혀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구체적 개선점을 제시해
야 한다. 그러나 그런 연구는 충분한 선행연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좀
더 차원 높은 연구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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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양국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학교교육, 대중
매체, 접촉 중 어디서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비교를 통
해 학교교육과 스테레오타입과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수준에
서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프랑스학생들은 한국학생들에 비해 학교교육에서 아프리
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학생들
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서 좀 더 자유로웠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프랑스 지리교육의 장점 때문에 생긴 것인지, 프
랑스 지리교육의 어떤 측면이 아프리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약화를
가져오는지 등 다양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추가연구를 통해 결과물들
이 쌓이고 프랑스 지리교육의 장점들이 학문적으로 검증되면 세계시민성
교육의 강화가 지리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프랑스 지리교육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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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다음 설문지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1
문
항

내

전혀
아니다

용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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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전혀
아니다

용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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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2
문
항

내

전혀
아니다

용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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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전혀
아니다

용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2

문
항

내

전혀
아니다

용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3

문
항

내

전혀
아니다

용

10

①

보통
이다

②

③

④

매우
그렇다

⑤

⑥

◎ 다음 설문지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3
문
항
1
2
3
4

전혀
동의안함

내 용
흑아프리카(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래
신앙에 바탕을 둔 원시종교를 숭상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민주주의를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아프리카는 종족간의 갈등과 전쟁이 빈번한 폭력
의 대륙이다.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
패하였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도움

보통
이다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절실하다.

5

아프리카는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프리카 경제는 국제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8

아프리카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은 유럽인들
이 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아프리카정책은 아프리카의 자
원이용, 시장개척 등 경제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 다음 페이지를 반드시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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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다음 설문지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설문 4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내

전혀
아니다

용

나는 학교 수업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다양한 인종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학교 수업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학교 수업을 통하여
아프리카에서 민주정치를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나는 학교 수업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현대화된 도시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학교 수업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풍족한 삶은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등 대중매
체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다양한 인종이 존
재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등 대중매
체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등 대중매
체를 통하여 아프리카에서 민주정치를 위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등 대중매
체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풍족한 삶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나는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등 대중매
체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현대화된 도시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프리카 예술을 충분히 경험해 보았다.
나는 아프리카인들의 생활모습에 익숙하다.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여행은 나의 아프리카
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내 주변의 아프리카인과의 접촉은 나의 아
프리카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보통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⑥

⑦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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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 Regardez les photos suivantes, marquez si elles correspondent à
l’image que vous fait de l’Afrique.
▶ Enquête 1
Q

Pas du
tout

Contenues

Plus ou
moins

tout à
fait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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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as du
tout

Contenues

Plus ou
moins

tout à
fait

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7

▶ Enquête 2
Q

Pas du
tout

Contenues

Plus ou
moins

tout à
fait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8

Q

Pas du
tout

Contenues

Plus ou
moins

tout à
fait

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9

Q

Pas du
tout

Contenues

Plus ou
moins

tout à
fait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0

Pas du
tout

Contenues

Q

10

①

Plus ou
moins

②

③

④

tout à
fait

⑤

⑥

◎ Lisez le questionnaire ci-dessous, et exprimez votre degré́
de d'accord.
▶ Enquê̂te 3

n°

1
2
3

4
5
6
7

8

pas
d'accord
du tout

Questions
Les
gens
de
l'Afrique
Noire
(l'Afrique subsaharienne)vé́né́rent la
religion primitive basé́e sur les
croyances populaires.
L'Afrique n'est pas assez mature
pour être une démocratie.
L'Afrique est le continent de la
violence où̀ les conflits et la guerre
sont f́ré́quents.
L'Afrique a besoin d'aide de la
communauté́ internationale pour
son dé́veloppement à̀ cause de la
corruption politique et sociale.
La violence est quotidienne à̀
l'Afrique.
L'é́conomie afrique dé́pend de l'aide
internationale.
Les africains ont é́té colonisé́s
parce que les europé́ens sont supé́
rieurs à̀ eux.
La politique de la France vis à̀ vis
l'Afrique doit ê̂tre concentré́e sur
l'utilisation
des
ressources
et
l'exploitation du marché́ en Afrique.

ni contre
ni pour

totalement
d'accor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Regardez la page suiv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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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Lisez le questionnaire ci-dessous et indiquez votre degré́
d'accord.
▶ Enquête 4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pas
du tout

Questions
À l'é́cole, j'ai appris qu'il existe
de nombreuses races différentes
en Afrique
À l'é́cole, j'ai appris qu'il y a des
climats différents en Afrique.
À l'é́cole, j'ai appris qu'on fournit
les efforts divers pour la dé́
mocratie en Afrique.
À̀ l'é́cole, j'ai appris qu'il y a des
villes mordernisé́es en Afrique.
À̀ l'é́cole, j'ai appris que certains
Africains vivent dans l'abondance.
À̀ travers les mé́dias comme té́lé́,
radio, ciné́ma, internet, j'ai appris
qu'il existe de nombreuses races
différentes en Afrique
À̀ travers les mé́dias comme té́lé́,
radio, ciné́ma, internet, j'ai appris
qu'il y a des climats différents en
Afrique.
À̀ travers les mé́dias comme té́lé́,
radio, ciné́ma, internet, j'ai appris
qu'on fournit les efforts divers
pour la dé́mocratie en Afrique.
À̀ travers les mé́dias comme té́lé́,
radio, ciné́ma, internet, j'ai appris
que certains Africains vivent dans
l'abondance.
À̀ travers les mé́dias comme té́lé́,
radio, ciné́ma, internet, j'ai appris
qu'il y a des villes mordernisé́es
en Afrique.
J'ai dé́jà̀ une expè̀rience riche de
l'art africain.
Je suis familier(è̀re) avec le mode
de vie africaine.
Le voyage en Afrique a affecté́
mon image de l''Afrique.
Les rencotres des Africains a
affecté́ mon image de l'Afrique.

plus ou
moin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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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Stereotypes Toward
Africa Between Korean and French Students
Song Meongju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lobalization

has

led

to

the

expansion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 in the information, knowledge, and economic
as

life, as well

interpersonal and logistics exchanges among many different regions

worldwide. Thus, the understanding about the lives of people in other
regions may affect the changes and development in our liv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for the education designed to improve
global citizenship which can increases the capability to cope with the
changes in such life-scale, think and act reasonably, and the geography
subject has emerged as the core subject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such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global citizenship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of other regions without prejudice, but the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often relies on the stereotypes unrelated to the fact
when specific location is reproduced. The prejudice arising from the
stereotypes has been the stumbling block hindering the improvement of
global citizenship. Among others, negative stereotypes towards African
Continent

has

been

formed

due

to

the

geographical,

historical,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Korea and Africa, and for that reason,
African Continent has been the greatest victim of such stereotype.
Stereotype is deep-roo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tructure
and therefore is not easy to change. However, stereotype is also a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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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 change if the effort is made intentionally based on the long
process of socialization. In that regard, the school curriculum, which plays
a part in the socialization, also needs to be reconstructed from such
standpoin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K., and France, etc., have pushed
forward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based on geography curriculum
since 1980s to change the negative stereotype and resultant prejudice
towards Africa. In particular, France has deep historic relation with Africa
and puts significant emphasis on geography curriculum. Therefore, students
who attended the classes earnestly at school are expected to have more
freedom from the negative stereotype and resultant prejudice towards
Africa.
From such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y real
difference in the stereotypes towards Africa between the Korean students
and French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reference to the
geography curriculum of France when rebuilding the process of learning the
regional geographic features of Africa in geography education of Korea if it
turns out that the difference in stereotypes towards Africa among the
students of both countries lies in the school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① the difference in the stereotypes towards Africa, ②
extent of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towards the recent changing trends
or diversity of Africa, which may lead to a change in stereotype, ③
difference in the degree of eurocentrism(discriminatory perspective
towards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is known to be a factor
leading to the formation of stereotype, and ④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students of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what they
thought were the greatest sources of new information about Africa
among school education, mass media and contact by conducting the
experimental surve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both countries.
The results from this experimental survey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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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Korean students showed slightly more negative stereotypes
towards Africa compared to the French

students,

and the scor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very noticeable contrary to the expectation. In
addi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natural environment
sector, although most difference in stereotypes occurred in human
social environment. Such results were considered attributable to the
tendency
education,

that

the

etc.,

environment.

global

focused

Moreover,

on

citizenship
the

France

education

themes
students

related
showed

or
to

inter-cultural
human

the

social

weakening

stereotype as there were in the upper schools from elementary school,
through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However, Korean students
exhibited opposite tendency.
Second, French students had higher perception towards the diversity
and recent changing trends of Africa which might bring change to the
stereotypes towards Africa, compared to Korean students. Mostly, the
difference in such aspect occurred in human social environment sector,
rather than in natural environment sector. Based on the comparison
among the classes of each school, French students showed higher
perception towards the diversity and recent changing trends of Africa
as there were in the upper schools from elementary school, through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However,

Korean

students showed

opposite tendency. Such results are considered attributable to the
regional learning curriculum structure related to Africa which is based
on the stereotypes towards Africa, lack of critical citizenship education
and resultant failure to promote the motivation for changing the
stereotypes towards Africa.
Thir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ronically among the students
of both countries when the perspective based on Orientalism, namely the
eurocentrism(discriminatory perspective towards underdeveloped countries),
was compared, and Korean students were found to have gained higher
mean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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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n relation to the sources of new information about Africa,
students of both countries showed remarkable difference in school
education while they did not exhibit significant difference in mass
media, compared to other items. In addi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among the students of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contact which had been expected to show noticeable difference.
However, French students were found to have greater direct contact
when only direct contact was compared regarding the contact, and the
differe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Africa, French students answered that the school
education was the biggest source of information, followed by the mass
media and contact, while the Korean students indicated that the mass
media was the biggest source of information, followed by school
education and contact.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ereotypes towards Africa among the French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but the difference was not as remarkable as expected. Such
results supported the views of social psychologists who claimed that the
cognitive structure of human beings was built in such a way that it would
be far easier to maintain the stereotype and resultant prejudice than to
change such stereotype and consequent prejudice. Changing the negatively
deep-rooted stereotypes towards certain region is a great challenge and
requires very special effort and motivation. Thus,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tudents of both countries -- as suggested by the findings of
this study -- may reflect the results of effort which the school education
of France has made. In Korea, the research and experimental classes, etc.,
have been conducted intermittently, such a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and
development education, led by some teachers in sociology and geography
sectors. However, such effort is unavoidable limited in attempting to
change the stereotypes towards Afric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regional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Africa in the sociology
and geography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that have been made thus

96

fa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long process of socialization. If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e geography education of France are
accumulated, the geography education of France may serve as a benchmark
when the regional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Africa are restructured in
the sociology and geography curricul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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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y education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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