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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멀티미디어의 성장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세

계 지역의 범위가 확장되고, 인식하는 다양한 세계 지역에 대한 정보 또

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교과서, 멀티미디어 등이 제시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서 특정 세계 지

역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 감정을 형성한다. 게다가 그렇게 제시된 매개

적인 경험을 통해 갖게 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을 토대로 학

생들은 지역에 대한 태도까지 형성한다. 이렇게 세계 지역에 대한 태도

가 매개적인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의 관점을

통해 일방적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왜곡이나 편향된

태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왜곡이나 편향은 지

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 형성을 가로 막는다.

특히, 세계 지역에서 왜곡과 편견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

역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실제로도 왜곡

된 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

과 편견으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함양되지 않으

며, 오히려 편견적이고 왜곡된 태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인식과 태도를 함양해야할 필요

성이 존재한다. 요컨대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이 구현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을 위해 아

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설득메시지 적용에

주목해 보았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하여, 각 편견에 어떤 설득메시지 유형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에 대한 편견은 대체로 인지에 근거한 편견이기

때문에 인지에 근거한 이성적 메시지가 감성적 메시지에 비해 더 효과적

인 설득을 하고,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연구가설 1). 또한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해 서술한 교과서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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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보다도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불어 아프리카

의 인문환경인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근거한 편견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메시지가 이성적 메시지에 비해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

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연구가설 2). 이 역시도 또한 아

프리카 인문환경에 대해 서술한 교과서 텍스트보다도 태도 함양에 기여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지리를 학습하지 않고, 아

프리카 지역에 방문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실

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적 편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설득메시지를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사실과 정보들로 만들어진 이성적 메시지와

자연환경과 관련된 감정적 경험을 인출하게 만드는 감성적 메시지를 제

작하였다. 더불어 아프리카 자연환경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

로 한 교과서 텍스트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세 가지 텍스트 유형에 참가

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읽기 활동 후에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실험 결과,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지와 교과서 텍

스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이성적 메

시지뿐만이 아니라 감성적 메시지 또한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

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

다.

두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 중 아프리카 지역

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 편견에 대한 해소의 당위성과 필요

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설득메시지를 제작하였다. 구체적

으로 아프리카 지역민들과 관련한 사실과 정보로 만들어진 이성적 메시

지와 지역민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과 느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성적 메시지를 제작하였다.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민들과

관련된 교과서의 사회·경제적 내용을 기반으로 교과서 텍스트를 구성하

였고, 이러한 세 가지 텍스트 유형에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읽기 활동 후에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에 대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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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지와 교과서 텍스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고, 감성적 메시지와 이성적 메시지 집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발견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태도는 인지보다 정서에

기반을 두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감성적 메시지가 이성

적 메시지보다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효과적이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

선 아프리카 지역의 편견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륙’이라는 단일스케일에

서 아프리카를 일반화시켜 인식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을 대륙의 단일스케일에서 접근하기보다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다

중스케일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설득메시지

유형이 교과서보다 편견적인 태도 완화에 대해 가능성을 가지는 만큼 현

행 세계지리 교과서의 내용과 자료를 설득메시지에 근거하여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한 일반화

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조장하

는 통념에 제재를 가하며, 세계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보다 더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 설득메시지, 이성적 메시지, 감성적 메시지,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편견

학 번 : 2018-20920



- iv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절차 ················································································· 7

II. 이론적 배경 ·································································· 10

1.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편견 ··················· 10

1) 지역의 지리학적 의미와 지역 이해 ··························· 10

2) 지역에 대한 편견 ··························································· 11

3)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 ········································· 13

2. 설득메시지 ············································································· 17

1) 설득메시지 정의 ··························································· 17

2) 메시지의 유형 : 이성적․감성적 메시지 ················· 19

3) 교과서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텍스트 ··················· 20

3. 태도 ························································································· 26

1) 태도의 개념 ··································································· 26

2) 태도와 메시지에 대한 지리 교육 연구 ····················· 26

3) 설득메시지가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28

4) 편견의 기반에 따른 설득메시지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 34

4.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 36

1) 지역에 대한 호기심 ····················································· 38

2) 상대주의적 태도 ····························································· 39

3) 우호의 태도 ····································································· 40

4) 지역에 대한 태도 선행 연구 ······································· 41

Ⅲ. 연구 설계 및 결과 ····················································· 43

1. 실험 디자인 ··········································································· 43

1) 연구 가설 ········································································· 43



- v -

2) 연구 변인 및 조사 도구 ·············································· 45

3) 연구 대상 ······································································· 48

4) 현장 실험 절차 ····························································· 49

2. 실험 연구1 :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 텍스트 실험 50

1) 연구 설계 ········································································· 50

2) 독립 변인 : 설득메시지(이성적·감성적 메시지) ····· 51

3) 종속 변인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 53

4) 연구 결과 ········································································· 56

3. 실험 연구2 :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 텍스트 실험 68

1) 연구 설계 ········································································· 68

2) 독립 변인 : 설득메시지(이성적·감성적 메시지) ····· 68

3) 종속 변인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 71

4) 연구 결과 ········································································· 73

Ⅳ. 결론 ················································································ 84

1. 요약 및 결론 ······································································· 84

2. 교육적 시사점 ······································································· 87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89

참고문헌 ········································································ 92

부록 ················································································· 102

1. 사전 설문 ············································································· 102

2. 사전 동질성 검사 ································································· 104

3. 실험 1 교과서 텍스트, 이성적․감성적 메시지 ············ 108

4. 실험 2 교과서 텍스트, 이성적․감성적 메시지 ·········· 111

5. 실험 1 설문 문항 ································································· 114

6. 실험 2 설문 문항 ································································· 120

Abstract ········································································ 126



- vi -

표 목 차

<표 1>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인지적 편견 분류 ·············· 15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지리 아프리카 내용 체계 ···· 21

<표 3> 자연환경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 내용 ···················· 22

<표 4> 인문환경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 내용 ···················· 24

<표 5>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 도구 ·········· 47

<표 6> 실험 1 균형 잡힌 태도 문항 ···································· 55

<표 7> 실험 1 응답자의 사전 설문지 응답 비율 ·············· 57

<표 8> 실험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1 ······················ 59

<표 9> 실험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2 ···················· 59

<표 10> 실험 1 태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비교 ·············· 61

<표 11> 실험1 태도 문항별 점수 비교 ································ 62

<표 12> 실험 1 메시지의 설득 효과 점수 비교 ················ 63

<표 13> 실험 1 집단 간 사고·감정 정교화 ························· 67

<표 14> 실험 2 균형 잡힌 태도 문항 ·································· 72

<표 15> 실험 2 응답자의 사전 설문지 응답 비율 ············ 74

<표 16> 실험 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1 ···················· 75

<표 17> 실험 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2 ···················· 76

<표 18> 실험 2 태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비교 ················ 77

<표 19> 실험 2 태도 문항별 점수 비교 ······························ 78

<표 20> 실험 2 메시지의 설득 효과 점수 비교 ················ 80

<표 21> 실험 2 집단 간 사고·감정 정교화 ························· 83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태도유형과 설득메시지 유형의 일치 ·················· 32

<그림 2> 편견과 태도와 메시지 유형 일치 ························ 36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아프리카 지역을 향한 시선들은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보다 더 위험하다”

- 2003년 1월 아프리카 비정부기구 회의 당시,

코피 얌난(Kofi Yamgnane)의 말 중에 -

세계화 혹은 정보화 시대라고 지칭되는 현재,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1)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189개국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HPI, 2020). 또한 컴퓨터와 TV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유튜브(Youtube)와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여

러 종류의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다(Lee and Lee, 2020). 특히,

유튜브(Youtube)를 포함한 멀티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면서 함께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도 함께 확장되었다(홍태완, 2019).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제로 방문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지식은 주로 지역에서 학생들이 경

험하고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학교에서의 지리 교육을 통

1) HPI(Henley Passport Index)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통계를 바탕으로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반영한다. 헨리여권지수의 2020년 2분기(4월)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1

개국의 일본, 190개국의 싱가포르에 이어 독일과 함께 189개국을 비자 없이 방

문할 수 있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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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학생들의 경험적 지식과 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리적

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들이 결합돼 형성된다(윤옥경,

2003). 그렇지만 교과서를 사용한 학교교육과 발달한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로 방문해보지 않는 지역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결

부된 채 경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감정을 갖는다

(Piaget and Weil, 1951). 남상준(1978) 역시 학생들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고정관념이 그 지역 혹은 그 지역민, 지역의 문화와 직접적인

접촉이 생략되어도 형성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서의

서술된 텍스트와 관련된 자료, 다양한 멀티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영상 내

용에 따라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를 생성한다. 즉,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가 교과서 혹은 TV와 같은 대중매체,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생

들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왜곡이나 편향이 일어날 가능성

이 존재한다(이동민, 2014).

더욱이 세계의 지역과 문화, 지역민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대부

분 사실에 근거 한다기 보다는 상상하는 주체인 학생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다시 재현이 되어 형성된다(김다원․한건수, 2012). 그렇지만 세계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가 학생의 일반적인 관점과 해석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일방적인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

에 대한 왜곡이나 편견, 부정적인 감정은 세계의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태도 형성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의 특정 지역에 대한

왜곡, 편견, 부정적 감정은 지역에 대한 태도 형성에 좋지 못하기에 당연

하게 극복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해 편견이나 왜곡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틀에 갇히지 않은’ 개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을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Monk, 2000; Peter, 2004; 이동민,

2014:2에서 재인용).

특히나 학생들에게 ‘틀에 갇히지 않는’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이 중요

한 것은 학생 시기에 형성된 세계 지역에 대한 태도는 잘 변화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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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남상준, 1978). 다시 말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세계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고정관념은 이후 어른이 되어서도 변

하지 않는다(김소순․조철기, 2010).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세계 지역에 대한 틀에 갇히지 않는 태도는 반드시 세계 시민으로서 지

녀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지역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는 점, 편견을 해소한다는 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양한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스스로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인 잣대를 토대로 다른 지역을 판단하기보다(이동

민, 2014), 타 지역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 비판적 시

민성의 태도를 함양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김민성(2013)은 최근 지리학에서 특정 세계의 지역을

일종의 편향된 입장에서 일반화하려는 태도를 반성하고 어떠한 지역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시각을 비판적으로 해체(deconstruction)2)해서 살

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지리

교육이 세계의 특정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비판적

으로 살펴보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세계 지역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부정

적이지 않는 태도가 세계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지녀야 할 태도로서 중요

하다. 그렇기에 지역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함양을 위한 지리교과 중 세계

지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태주․김다원,

2010; 이전, 2011).

실제로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에서 부정적

인 서술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정형화되었지만(김민성, 2013), 특히 그 중

에서 아프리카는 부정적인 이미지, 편견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Ukpokodu, 1996). 실제로 우리나라 중학교 학

2) 인문지리학에서 많은 연구의 관심사는 해체(deconstruction)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타인과 다르게’ 바

라보려고 하는 시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낸 이 세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항상 어떤 시각을 배제하거나 포함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자각해

야 한다(Morgan and Lambert, 2005; 김민성, 2013:62에서 재인용).



- 4 -

생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김소순․조철기, 2010). 김소순․조철기(2010)에 따르면, 아

프리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후진적이다’, ‘폭력적이다’, ‘불쌍

하다’, ‘열등한 인종이다’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김춘식․채영길․정낙원(2015)은 연령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아

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다양

한 미디어인 뉴스, 다큐멘터리, 광고 등을 통한 ‘매개적 경험’으로부터 형

성되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다. 즉, 미디어가 재현하는 아프리

카 지역의 이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아프리카의 현실을 재구성하는 경

향을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아프리카 지역을 전체적으로 ‘위험

하다’, ‘불쌍하다’, ‘빈곤하며 열악한 환경’, ‘죽음과 질병, 기아가 만연한

절망의 땅’,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게으른 인종이다’ 등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송명주(2014)3)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고등학생의

스테레오타입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의

학생들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차이보다 인문환

경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발생하였다.

연구자 역시 세계지리 교과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고등학생 2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2가지 서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534개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 중 가장 높은 빈도

수를 차지한 상위 6개의 아프리카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아프

리카 지역에 대해 주로 ‘야생동물(9.7%)’, ‘가난(9.7%)’, ‘기아(9%)’, ‘물 부

3)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분류

하였다. 자연환경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이 열대/건조기

후’,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자연조건’, ‘야생동물의 천국’이며, 인문

환경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니그로 인종의 본고장’, ‘원시적인 경제’, ‘후진적이

고 미개한 삶’, ‘기아와 질병’, ‘내전, 혼란과 폭력적인 땅’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스테레오타입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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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6.9%)’, ‘더움(6%)’, ‘후원(5.8%)’ 등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소순․조철기(2010)와 조성욱(2018)은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자연환

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형성하는 아프리카 자연 환경적 요인

으로 더운 기후조건(열대 우림 기후)과 기후에 따른 질병과 독충, 사막,

가뭄과 기근을 선정하였다. 한편, 인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을 형성하는 아프리카 인문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아, 식량 부족, 정치와

사회 불안(내전), 식민지 경험, 흑인 등을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성

욱(2018)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의 형성 원인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

해서 과도한 일반화와 단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새로운 지식

의 한계로 인해 과거의 내용 중심의 기술이 이루어진 점이며 셋째는 역

동적인 모습보다 정적인 모습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우

선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요

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아프리카 지역 인식에 대해 살펴본 앞의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이 미디어와 교과서가 매개한 간접경험을 아프리카 모든 지역의

현실로서 동일시하며, 미디어와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만을 아프리

카의 현실로 믿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프리카 지역

을 실제로 방문한 경험적 사실도 생략된 채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잘 형성되었다는 듯이 지역을 묘사하며, 그 지식과 인식

에 아무런 의심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교현장의 지

리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서술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교과서의 아프리카 지역을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교과서가 아프리

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프리카 지역을 서술하는 방식이 더욱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우세한 가치 혹은 이념을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학생

들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학습매체이자 학습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

인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태도와 신념까지에도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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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Apple, 2018). 정리하자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부각하는

교과서 서술과 자료 및 미디어의 정보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편견과 왜

곡된 태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and Ryu, 2013; 이동민,

2014).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왜곡은 아프

리카 지역과의 존중이나 우호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적개심이나 지역과

의 불화와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Gullestad, 2006), 그러한 점에

서 특히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송명주(2014)와 김춘식․채영길․정낙원(2015)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

역에 관련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

에 극복되어져야 한다. 첫째,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성이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변화경향과 아프리카의 변화를 위

한 아프리카 지역민들의 역동적인 노력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

므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식은 다양성과 역동성인 측면을 부각시키

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적극성을 포함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

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은 학생들

의 직접적인 경험을 형성하는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적인 정형화된 인식이나 태도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한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

계시민성교육과 다문화 교육 그리고 개발교육 등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

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험 진행 당시에 학생들의 일시적

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유

도해 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미나, 2008). 이에 세계 지역 중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만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학습자의 지

역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적극적

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이정화, 2004; 정원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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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함

양에 설득메시지가 미치는 효과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교과

서의 서술된 텍스트와 비교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설득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에

보다 더 균형 잡힌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

다. 보다 더 자세하게, 설득메시지를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 유

형으로 나누어 각 설득메시지의 유형이 아프리카 지역의 균형 잡힌 태도

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 역시도 입증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연환경

과 인문환경에 어떤 유형의 설득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

힌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설득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이 가지게 되는 아

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헌 연구와 현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편견을 인지적·감

정적 편견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아프리카 지역의 인지적 편견과 감정적

편견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이성

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인 설득메시지의 유형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

한 태도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개념

과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하위 요소인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

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 후에 현장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설득메시지 유

형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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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함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을 자연지리 텍

스트 실험과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인 기후와 지형에 대한 편견의

해소를 호소하는 인지 내용 중심의 이성적 메시지와 감정적 경험과 공감

을 중심으로 작성된 감성적 메시지를 제작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

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감정보다 사실과

정보에 해당하는 인지에 근거하여 형성된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과 관련한 인지적 편견의 해소는 자연환경의 사실

과 정보들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작성된 이

성적 메시지가 자연환경에 대한 감정을 토대로 작성된 감성적 메시지보

다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실험집단은 아프리카의 기후와 지형에 대해 인지

에 근거해 작성된 이성적 메시지와 감정에 기반하여 작성된 감성적 메시

지를 읽었고, 통제집단은 교과서에서 서술된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지문을 읽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은 공통적으로 메시지와 텍스트를 읽으

면서 들었던 생각했던 모든 일에 기술하게 하였고, 그 후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묻는 12문항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추가

적으로 실험집단에게는 읽은 메시지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 응

답하게 하였다.

실험 2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인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편

견의 해소를 호소하는 인지 내용 중심의 이성적 메시지와 감정적 경험과

공감을 중심으로 작성된 감성적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태도는 지역민에 대한 사실과 정보에 해당하

는 인지에 근거하기보다 감정과 느낌과 같은 정서에 기반하여 형성된 태

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민과 관련한 감정적인 편견의

해소는 지역민의 감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호소하는 메시지인 감성적 메

시지가 지역민들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성적 메시지보다 지역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실

험집단은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해 인지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성적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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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정서적으로 작성된 감성적 메시지를 읽었고, 통제집단은 교과서에

서술된 아프리카 지역민과 지역민과 관련된 사회·경제에 대한 지문을 읽

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은 공통적으로 메시지와 텍스트를 읽으면서 들었

던 생각했던 모든 일에 기술하게 하였고, 그 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묻는 12문항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실험집단에게는 읽은 메시지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현장 실험 이루 설문지를 수합하고,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5.0을 사용하여서 설문 응답에 대해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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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편견

1) 지역의 지리학적 의미와 지역 이해

지역은 여러 논리와 기준에 의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닌

지리적 공간으로, 지리학적으로 근본적인 주제인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

는 단위이다(Jordan, 1992). 또한 Ferris(1992)와 Paasi(2003)는 지역은 어

떤 장소와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성에 의

하여 형성된다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 더불어 지역은 일

정한 범위 내에서 물리적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관계와 다른 지역 간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자

본, 자원의 공간적 분포 혹은 흐름에 관련된 이해관계 형성 등 다양한

요인과 과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Massey et al., 1998). 차보은(2014)

은 지역이 인간에 의해서 특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끊임없이 생성되어지

고 있는 사회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인 환경과 지역주민, 특정한 의미 공동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정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지리교육에 있어서 그 중요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위치, 면적, 사회, 환경, 문화 등에

대한 이해는 지리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이며, 그러한 목표는 국내

외의 지리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 왔다(심승희, 2008).

그러한 정의의 지역은 어떤 불변하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획되

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장소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문

화적인 맥락 및 그와 관련된 주관적이고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

규정되고 다시 재규정되는 유동적이고 맥락적인 지리적 단위로 간주하며

바라볼 필요가 존재한다(이동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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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에 대한 접근방식과 이해는 인지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어

서는 안 된다(Lee and Ryu, 2013). 지역의 개념은 인지적 관점과 감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개념은

실재하며(tangible)/정량적(quantifiable) 및 정서적(affective) 요인으로 구

성되기 때문이다(Paasi, 2009; Contel, 2015). 즉, 강수량과 인구와 같은

객관적, 통계적 요인과 역사적 혹은 심리적 태도와 같은 주관적이며 심

리적 요인으로 지역의 개념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Jordan, 1992;

Claval, 2007). 또한 이웃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체코와

독일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지역적 묘사에서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Matushkovah and Louosova, 2014).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인지적 영역으로만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

니라 감정적인 영역으로도 접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

에 대한 이해는 인지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접근이 동시에 필수적

이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경험보다 각종 미디어와 매체 그리고 교과서를 통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직접적인 경험에 제한이 따르는 지

역에 대해서 왜곡과 편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조성욱, 2018).

2) 지역에 대한 편견

편견(prejudice)은 우리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단순히 그 집단

에 속한다는 것을 토대로 하여 구성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편견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인 측

면으로 구분이 되며(Lee, 1995; Won, 2003), 편견의 인지적 측면은 과장

된 신념으로 고정관념으로서 지칭되고, 감정적인 측면은 지역 혹은 지역

민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Allport, 1993). 행

동적 측면은 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친밀감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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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Kim, 2007)을 의미하여 이 세 측면은 서로 연관된다.

편견의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에 대해서 Lippmann(1921)은 “외부세

계를 실제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기 편리하고자 하

는 인간들의 욕구로부터 생긴 단순화된 외부세계에 대한 상(picture)”이

라 하였고, Allport(1954)는 “특정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 정

의한다. 게다가 이러한 고정관념은 인간이 유입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

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관련되지 않

은 정보에 비해 더 빠르게 처리되지만 불일치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고정

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와 사실들을 회상해 냄으로써 그 정보에 대해 강력

하게 반박한다(이하령, 2007).

편견의 감정적 요소는 어떤 구체적인 집단의 구성원을 대할 때 혹은

생각할 때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인 느낌 또는 정서를 의미한다(이광

자 외, 2003). 대상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하기

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근거한다. 김혜숙

(1999)은 편견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서로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집단범주에 따라서 편견 형성 과정이 인지보다는 감정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특히, 지역에 대한 편견은 다음

Shields(1991)의 재현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Shields(1991)는 장소 이미지가 ‘지나친 단순화(over-simplication)’, ‘고

정관념 만들기(stereotyping)’, ‘라벨 붙이기(labelling)’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Shields(1991)의 관점

에서 지역의 재현을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성이 지역에 대한 특정 요소

에만 기반하여 이해되는 ‘지나친 단순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나친 단

순화’를 통해서 지역의 한 가지 특정한 요소로만 지나치게 부각이 되어

제시돼 형성되는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그 후엔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

지역이 부각된 특징에만 고정되고 불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상이 되는 ‘라벨 붙이기’를 통해서 지역의 재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재현은 그 지역이 개념화되는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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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김병연, 2018). 특히, 위와 같은 지역의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지역

의 재현이 공유된다면, 지역의 편견이 생산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재현과정에서 특히, 내전과 전염병, 자연재해, 기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이것들을 부각한 정보는 부정적인 편견을 강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and Ryu, 2013). 더군다나 지역에 대한

편견은 그 지역의 여러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특정되고 강렬한 몇 특성에 의해 지역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지역

간의 우호나 존중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적개심을 유발하고 지역 간의

불화와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Gullestad, 2006)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

그러한 지역에 대한 편견 중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부정적이고 편협

한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된 지역으로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고착화되어있다(Osunde et al., 1996; 김다원․한건수,

2012; 김춘식․채영길․정낙원, 2015). 아프리카 지역은 식민지, 검정색,

질병과 기아, 죽음, 분쟁의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를

제치고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을 보이는 지역이다(Ukadike, 1990; 박

지훈․류경화, 2010; 박지훈, 2013; 조성욱, 2018).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프리카 지역을 하위 여러 국가

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큰 대륙으로서 인식해 온 점이라고

할 수 있다(Bright and Hruby, 2015).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

러한 특정 담론들은 아프리카 하위 지역에 대해 배우는 것에 기여하기

보다는 방해하는 고정관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Osunde et al., 1996). 더

군다나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자신 스스로의 인식으

로 형성되었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차용한 것으로(조성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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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고 있는 주체의 관점과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며 형성된다(김

다원․한건수, 2012).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서구의 관점에서 상상되며

재현되어 왔다(Pieterse, 1992). 요컨대, 서구 중심적인 관점은 우리나라

에도 이식되어져 왔는데, 이를 복제된 오리엔탈리즘4)이라고 한다(송명

주, 2014).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으로 형성된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적 고정관념인

편견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분류해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처럼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인 인

지적 편견은 뜨거운 기후의 열대우림 기후와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포함

한 질병, 독충, 사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편견을 형성한 가장

큰 근원은 열대우림 기후와 사막으로 대표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김소순․조철기, 2010; 조성욱,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큰 문제점은 아프리

카 대륙에는 열대우림 기후이외에도 다양한 기후 지역인 지중해 기후,

사바나 기후, 고산 기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전체 지역이

열대우림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김다원․한건수, 2012; 송명주,

2014). 요컨대 아프리카 자연환경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아프리카에 대

한 충분한 지식과 사실에 기반 하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열대우림 기후

라는 특징을 지역 전체로 인식하는 오류인 과도한 일반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다원․한건수, 2012). 따라서 이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역을 단순한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양하고 구체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지와 지식이 필요하다(조성욱, 2018).

또한 기후적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막 혹은 사하라 사막

이라는 지형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 조건을 인식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소순․조철기,

2010; 김다원․한건수, 2012). 다시 말해서 사막뿐만이 아니라 동아프리

4)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은 우리나라 스스로가 서양과 동일시하며, 우리보다 서

양식 발전이 더딘 지역들을 타자화하여 바라보며 무시하거나 차별화하는 사고

방식이다(조철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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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구대, 나일강, 킬리만자로산, 빅토리아 폭포 등의 매력적이고 다양

한 지형 조건을 인식시키는 점이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렇

게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인 기후와 지형에 대해 인식하는 것

이 부정적인 편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조성욱, 2018).

<표 1>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인지적 편견 분류

(출처 : 송명주(2014)에서 재구성)

구분 내용
인지적 편견

(고정관념)

자연환경

•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열대우림

기후이다.

• 아프리카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 아프리카의 지형은 대부분 사막이다.

사막, 열대우림 기

후, 정글, 질병, 야생

동물

인문

환경

인종 • 아프리카인들은 대부분 흑인이다. 원주민, 흑인

정치
• 아프리카 지역은 정치적으로 혼란하

며, 위험한 대륙이다.

내전, 전쟁, 부정부

패

경제

• 아프리카 지역은 자립이 불가능하고,

국제원조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는 후진국이며,

원시농업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화전식 이동 농업,

플렌테이션, 국제원

조(유니세프 등, 후

원광고)

사회

• 아프리카 사회는 원시적이며, 부족사

회다.

• 아프리카 지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

며, 가난하다.

• 아프리카 지역에는 질병이 만연하다.

• 아프리카 지역민들은 문맹자가 대부

분이다.

가난, 기아, 질병, 원

시적, 후진적, 문맹

률, 기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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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인 인지

적 편견은 크게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내전, 전쟁, 독재 등을 볼 수 있으

며,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는 흑인, 빈곤, 기근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Osunde et al., 1996; 송명주, 2014). 이러한 인지적 편견을 형성한 가장

큰 근원은 아프리카 대한 새로운 지식의 한계로 현재 중심보다 과거 중

심의 기술이 주를 이룬다는 점, 주제 중심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주로

부정적인 사례가 등장한다는 점, 우리의 관점에서 인문환경을 바라보기

보다는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심과 지식 부

족의 오류로 볼 수 있다(조성욱, 2018).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인 변화와 아프리카인들의 정적인 면보

다 역동적인 측면인 변화의 역동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김다원․

한건수, 2012; 김민성, 2013). 즉,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나의 관점을 형성하여서 나의 시선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축적과 관점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조성욱,

2018).

그렇지만 인문환경과 관련한 편견은 단순히 인지적인 편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민들에 대한 감정적 편견으로도 존재하는데,

요컨대 이는 아프리카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이 고정관념 이외에도 부정

적인 감정으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관련한 편견 대부분의 연구들을 인지적인 편견과 관련하기 때문에 지역

에 대한 감정적 편견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하령,

2007).

아프리카 지역민들에 대한 감정적 편견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고통 받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인식하여(김춘식․채영

길․정낙원, 2015), ‘국제 원조에만 의존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 등의 동정의 감정으로서 아프리카 지역과 지역

민을 바라본다(월드비전, 2016). 이는 즉,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

민을 추상적이고, 감성적 차원의 동정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적 편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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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윤상욱, 2012).

이러한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감정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

정적인 감정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감

정적 편견은 집단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드문 접촉

과 비친숙성에서 오는 불편함, 불안 혹은 긍정적 감정의 부족에서 비롯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숙, 2002). 즉, 아프리카 지역민에

게 있어서 편견은 인지적 고정관념보다 감정적 고정관념에 의해 더 영향

을 받는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홍영호, 2000).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지역민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 단순 접촉의 방법 등이 위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김혜숙, 2000).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이미지와

통념은 오히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유

발할 뿐만이 아니라 해로운 시각의 태도를 조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김

다원․한건수, 2012).

2. 설득메시지

1) 설득메시지 정의

일상적으로 우리는 금연과 금주, 선거 투표, 캠페인, 상품 판촉 등의

다양한 호소 속에서 살고 있다. 호소, 즉 설득은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내재

된 감정을 자극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Singhal and Rogers, 2004)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설득을 효과의 측면으로 정의하는데,

Hovland(1951)은 설득에 대해서 “언어적 자극을 통해 설득원이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용자들의 의도된 행동을 유발하는 역동적 과

정”이라고 정의한다. 더불어서 Bettinghaus and Cody(1987)는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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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여서 또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신념, 행동, 태도를 변화시키

려는 지속적인 시도로서 설득을 보았다. 호소와 설득은 다양한 유형의

청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든 맞춤화가 되는데(See et

al., 2008), 특히 메시지 형태를 통해서 특정 결과를 유도한다. 메시지는

태도 혹은 태도의 변화 연구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며, 청중에게 정

보를 전달하거나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구본욱, 2016). 그러한 설

득메시지를 맞춤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메시지를 읽는 청중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또는 청중의 신념인 인식(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이성에 호소하는 것의

차이는 아리스토텔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다(Aristotle,

1954).

설득메시지는 메시지의 내용, 전달하는 정보원, 수신자와의 특성 간 상

호작용의 결과(Petty and Cacioppo, 1986; Cohen, 1990)로서 사람들의 태

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유주란․김혜숙

(1999)은 지역감정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설득메시

지(이성적· 감성적 메시지)가 지역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설득메시지의 유형(이성적· 감성적 메시지)과 설득메시

지를 전달하는 설득자의 집단범주(메시지를 읽는 사람들과의 내집단·외

집단)따라 지역편견의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최명애 외

(2003)는 정보원과 설득메시지 유형에 따라서 운동증진 광고의 설득효과

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정보원 유형과 관련돼서는 유명인에

대한 신뢰도로 강한 설득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사실에 근거를 둔 이

성에 호소하는 메시지의 유형이 더 호소력이 있었다고 도출하였다. 한편

강미희․김성일(1996)은 산림휴양지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동과 규범

에 설득메시지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설득메시지가 산

림휴양지와 관련된 정책 시행에 관련하여 이용자의 부정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효과적인 것을 검증하였다.

이 외에도 박종구 외(2007)는 설득원과 설득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에 대해서 측정하였고, 자세하게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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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저항감은 설득메시지의 유형여부보다 설득하는 설득원의 유형이 설득

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주로 설득메시지 유형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광고 분야에서 중

심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설득메시지의 선행연구(Petty and Cacioppo,

1986; Cohen, 1990)는 일반적으로 이성적 메시지(rational message)와 감

성적 메시지(emotional message)로 구분되어서 연구되어왔다. 유주란․

김혜숙(1999)과 박종구 외(2007)는 ‘rational message’를 ‘합리적 메시지’

로, ‘emotional message’를 ‘감정적 메시지’로 번역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권예지 ·나은영(2011)과 구본욱(2016)이 번역한 ‘이성적 메시지’와 ‘감

성적 메시지’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메시지의 유형 :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

우선 쉽게 말하면, 이성적 요소는 사람들이 태도대상(attitude object)

에 대해 가지는 생각(thoughts)을 지칭하며, 감성적 요소는 태도대상과

관련된 느낌이나 감정을 일컫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강미희 외, 2002).

유주란․김혜숙(1999)에 따르면 이성적 메시지(rational message)란

“태도대상에 대한 인지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메시

지로, 태도대상(attitude object)에 대한 사실(fact)과 정보를 담은 메시

지”로 정의된다. 이성적 메시지에서 ‘인지’는 유용성 또는 유해성과 같은

태도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See et al., 2008). 다시 말해 이성적 메시지는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설득메시지를 읽는 수용자의 이성측면을 자극시키는 방식

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이명천 외, 2010).

그리고 유주란․김혜숙(1999)에 의하면 감성적 메시지(emotional

message)란 “태도대상(attitude object)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

낌들에 영향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정의된다. 감정은 흥분 또는 슬픔과

같은 어떠한 태도대상과 관련된 긍정적 및 부정적인 감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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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et al., 2008). 더불어 Cohen(1990)은 태도대상과 관련하여 감정적인

경험을 인출하게 만드는 메시지로 정의한다. 태도대상에 대한 감정적 호

소는 사실(fact)과 사고(thought)를 전달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태도대상

에 관련한 감정과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성적 메시지

는 메시지를 읽는 수용자의 감정이나 혹은 감성, 가치관에 호소하는 방

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이명천 외, 2010).

3) 교과서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텍스트

한국에서 교과서란 국가수준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교육과정

에 따라서 개발되고 심의를 거쳐서 출판되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수·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박선미, 2015). 그러므로

교과서에 기술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용은 한국인이 가지게 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박선

미․우선영, 2009). 특히 지리교과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지리, 역사, 사

회, 문화, 경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

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선미, 2015).

기존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는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된 지지적인 내용 설정은

생략된 채, 6개의 대단원마다의 내용 설명에서 사례의 하나로서 아프리

카 내용을 소개한다(조성욱, 2018).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지

리 교과서에서는 총 8개의 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내용을 5단원과 7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사하라 사막을 중심

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과 사하라 이북 지역으로 구분하는 지역 구분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5,7단원 자체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오롯이

다루지 않고, 사하라 이남 지역과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북 지역

및 건조 아시아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특정 주제 탐구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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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선 계통적 주제 이후 지역 학습 구조의 형태를 보이며, 이후의 지

역학습에 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권역 아래마다 빅아이디어를 설정

하고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조철기․이종호, 2017).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지리 아프리카 내용 체계

(출처 : 교육부 (2015))

5단원 :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7단원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

• 최근의 지역 쟁점 : 사막와의 진

행

• 도시 구조에 나타난 도시화 과정

의 특징

• 다양한 지역 분쟁과 저개발 문제

• 최근의 지역 쟁점 : 자원 개발을

둘러싼 과제

대부분의 지리교과서의 내용은 피상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위주의 인지

적 내용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다(조철기, 2011; 손명철, 2016).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이 거의 인지적 영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그렇기 때문에 지리교과서에서 다루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서술과 내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장소감, 아프리카 문화와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이

미지와 인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김다원․한건수, 2012). 그러한 관점에

서 세계지리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미지, 고정관념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조성욱, 2018),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였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민성, 2013).

하지만 대체로 교과서에서는 어떤 지역의 이슈나 문제점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다루고, 결과만을 기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

나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손명철, 2016). 특히 지리 교과서에서 서

술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영역에 대해 조성욱(2018)은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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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전체 지역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와 일반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

서술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다원․한건수(2012)도

거대한 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적, 지형적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

하고, 극단적인 극한 지역으로서 아프리카 강조하는 교과서 서술을 지적

한다. 김소순․조철기(2010) 역시 사막의 국가로 정형화시키는 서술과

교과서 사진 자료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

환경을 사막으로 인식함을 문제 삼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교과서 서

술을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 3종(미래엔, 천재교과서,

비상교과서)을 선택하여 교과서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자연환경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 내용

구분 구체적 내용

아프리카

기후

•북부 아프리카는 지중해 연안의 일부 습윤 기후를 제외

하고 대부분 지역은 건조 기후에 속한다···(미래엔, 천재교

육)

•북부 아프리카 건조 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

가 커 주민들은 거주에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

해···(비상교육)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열대 기후부터 사막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 환경이 나타나며···(비상교육)

아프리카

지형

• [사하라 사막 사진] 아프리카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막으로, 주민들은 주로 오아시스를 중

심으로···(미래엔, 비상교육)

•사하라 사막 등 세계적으로 큰 사막이 분포하고, 사막 지

역 주변에는 초원 지역이 분포한다···(비상교육)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물과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환경 난민이 되

기도··· 용수가 부족해지면 수자원 확보를 두고 인접 국가

나 부족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막화의 영향으로

물 부족을 겪는 소말리아 난민들 사진]과 [수단에서의 다르

푸르 분쟁 자료]···(비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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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문환경 영역에 대한 서술 내용에 대해

서 살펴보면, 조성욱(2018)은 역사와 문화 영역에서는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과거 중심의 내용 기술과 정적인 모습에 대한 서술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김다원․한건수(2012)도 문화와 역사 영역에서 문

화의 다양성과 아프리카인에 대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인식 부족을 유발

하고, ‘원시적이고 미개하다’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서술과 표

현이 걸러지지 않기에 재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영

역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를 전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정형화된

것으로서 전달함을 지적한다. 더불어 경제와 산업 영역에서 아프리카 지

역민들이 쏟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담고 있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은 문

제로 가득 찬 지역이라는 편견을 유도하는 서술 또한 볼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김소순․조철기(2010)는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지역 분

쟁과 그로 인한 난민에 대한 서술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 지역이 항상 전

쟁 속에 있는 폭력적이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

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영역에서 난민과 기아 등

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아프리카 지역민들의 삶에 대해서 동정

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박선미․

우선영(2009) 역시도 교과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과 학살, 기아에 허덕이며, 인권이 억압된 국가 등의 표현을 통해서 편견

이 강화됨을 지적한다. 위와 같은 인문환경의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 3종(미래엔, 천재교과서, 비상교과서)을

선택하여 교과서의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표 4>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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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체적 내용

아프리카

인종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아프리카계 비중이 높아 ‘검은 아프리

카’라고 불린다··· 부족 중심의 독특한 원시 문화가 발달하였으

며··· (미래엔)

아프리카

경제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불리한 기후와 지형,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낮은 교육 수준으로 경제 성장이 미약한

상황···(비상교육)

• 사하라 이남 빈곤 비율 여전히 높은 편···, 삶의 질을 보여 주

는 1인당 국내 총생산, 빈곤 인구 비율, 영유아 사망률, 교육 수준

등의 지표는 세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비상교육)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으로

1,500달러에 불과···사회적 불평등도 심해 많은 사람이 절대 빈곤

층에 속해···일부 국가는 인구의 75%이상이 하루 1.9달러 미만으

로 생활···더구나 많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천재교육)

아프리카

정치

• 독립 이후에도 많은 나라가 식민지 경험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분쟁,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여전히 내전,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

고 있다···(미래엔)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자원, 일부 지도자

들의 독재와 부정부패 등으로··· 국가 내 민족과 종교 차이로 인

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시에라리온, 수단, 나이지리아, 르완다

등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져 많은 인명 피해와 정

치적 난민이 발생해··· (미래엔)

•[나이지리아 종교 분쟁 자료], [정권을 둘러싼 종족 분쟁 자료],

[남북으로 분리된 수단 자료]···(비상교육)

아프리카

사회

•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만성적인 빈곤,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

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아동 노동에 대한 사진 자료],

[인간 개발 지수 하위 30개국 중 27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 존재](미래엔)

• [난민이 된 소녀의 이야기 활동 자료]···(비상교육)

• 질병 발생률에 비해 보건 수준 낮아···말라리아···(천재교육)

• [중고 의료 지원, 현금 지급 사업, 모기장 보급 사업 등 다양한

국제 원조 자료]···(천재)

<표 4> 인문환경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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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건조기후로 나타나는 사하라 사막과 가뭄 현상 또는 열대우

림 기후 지역에서의 밀림과 질병 발생 지역과 같은 서술은 아프리카 지

역을 가볼만한 곳, 살만한 곳으로서의 아프리카 대륙 보다는 아프리카

모든 지역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움과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서 아프

리카 대륙 전체에 고정관념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김다원․한건수,

2012).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기아, 난민, 전쟁, 가난, 흑인, 국제

원조 등에 대한 서술은 아프리카 지역을 열등한 곳으로, 아프리카 지역

민들을 무능한 존재로서 재현한다(라영숙, 2014). 따라서 결국 아프리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이 여전히 교과서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의 주요 특성들을 몇 가지로 아프리카 지역을 정

리하고 그에 관련한 내용만 간추리는 방식과 서술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

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지리결정론적 오류에 쉽게 빠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Lewis, 1997). 이러한 지나친 일반화와 정형화는 세계화에 대한 입

체적인 이해와 아프리카 지역과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기르

는데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게 한다(김학희, 2005).

그러므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걸러 내야

만 하며 아프리카인들의 삶에서 발달해오고, 변화해오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를 담아내는 내용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다원․한건수,

2012). 혹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해 정확한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왜곡된 사실로서 아프리카 전체 지역을 보지 않도록 하거나,

감정적 경험을 인출시키는 텍스트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정관념과 편견

형성을 거르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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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

1) 태도의 개념

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으로서,

Allport(1935)는 태도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체계화 되는

것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

하려고 하는 학습된 사전적 경향으로 정의한다. 또한 김현호(2011)는 태

도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하며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한 태도는 크게 3가지 하위요소인 정서적(Affective), 인지적

(Cognitive), 행동적(Behavior)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도 요소와 관

련된 다양한 이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Rosenberg and Hovland,

1960; Insko and Schopler, 1967; Breckler, 1984). 전통적으로 태도의 정

서적 구성 요소에는 태도 대상(attitude object)과 관련된 감정 또는 욕구

가 포함되고 있는 반면, 인지적 구성 요소에는 태도 대상과 관련된 신념,

판단 또는 생각이 포함된다(McGuire, 1969). 다시 말해 정서적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감정과 느낌으로 구성되며, 인지적 요소는 태도 대상

에 대한 믿음과 판단으로 정의한다(Breckler and Wiggins, 1991). 그리고

행동적 요소는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 혹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

한 의도적인 마음가짐을 뜻한다(Rosenberg, 1960).

2) 태도와 메시지에 대한 지리 교육 연구

지리교육과정에서 여행 지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고등학교 세

계지리 수업 시간에 여러 ‘여행 이야기 텍스트’를 개발하고 활용해서 학

습효과를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안병윤(2011)은

설명적 텍스트에 비해 일기체 여행 이야기 텍스트가 학습자의 학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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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이 아니라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복순(2005)

은 인지적 영역에서는 설명적 텍스트보다 이야기 텍스트가 내용을 이해

하고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하였고, 정의

적 영역에서는 설명적 텍스트를 읽은 그룹보다 이야기 텍스트를 읽은 그

룹이 더 감정이입을 잘 하고, 텍스트에서 제시된 지역에 대해서 매우 우

호적인 가치나 태도를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도 메시지가 환경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다. 이화진․류재명(2018)은 환경 메시지와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는 주체(유명인과 일반인)에 따라 학습자의 환경

행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환경 메시지 자체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증진시켰고, 유명인의 메시지

를 접한 학생들이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를 접한 학생들보다 행동 증진

폭이 컸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유수진(2010)은 긍정적·부정적 메시지 프

레이밍5)을 사용해서 학습자 선호도와 지리적인 가치와 태도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주제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환경 보호 텍스트의 경우에는 긍정적 프레이밍보

다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선호한 반면에, 세계 문화 이해 텍스트의

경우에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선호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선

기(2013)는 정의적 영역에 내러티브6) 메시지 도입이 학습자의 특성에 따

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함양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욕구나 사전지식 중 한 가지 요소가 높을 경우 내러티브

유형의 메시지가 기후변화 인식과 태도 함양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

5)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같은 내용이어도 전달하는 방식을 달리할

경우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Kahneman and

Tyersky, 1984), 메시지를 구성하면서 의미 전달에 있어서 차이를 생성시키고

그 결과로 수용자의 정보 처리 과정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인지까지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6) 내러티브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둘러싸고 인물, 배경, 행위, 사건의 시작, 전

개, 반전, 결말 등 일정한 구성양식을 갖춘 일련의 이야기”로 정의한다(이영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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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리교육과 관련된 메시지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경향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 메시지와 메시지 프레이

밍을 사용하여 인지적 영역에서는 내용 이해와 학습 효과의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정의적 영역에서는 감정 이입 혹은 우호적

인 가치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설득메시지가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태도는 특히 전반적으로 태도에 기여하는 정서적, 인지적 정보의 중

요성에 따라 정서 기반의 태도에서 인지 기반의 태도에 이르는 연속적인

선상 안에 위치할 수 있다(Edwards, 1990). 다시 말해 태도는 인식뿐만

이 아니라 감정적 요인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흡연의 부정적인 태도라도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기반에

의해 부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도 있으며 혹은 흡연에 대한 인지된 유해

성에 기반하는 흡연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의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도 있다(See et al., 2008). 그렇기 때문에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설득메

시지의 성공 가능성은 태도의 기원이 정서적인지 혹은 인지적인지에 달

려있다. 그렇지만, 정서 기반의 태도와 인지 기반의 태도가 완전히 이분

법적이지는 않다. 순수하게 감정에 기반하고, 인지에 기반하여 태도를 형

성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Edwards, 1990), 종종 감정과

인지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의 정도와 순서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획득하

는 과정에 있어서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ee et al., 2008). 그

러한 태도 형성에 대한 감정과 인지의 상대적 기여는 특정한 동기와 관

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인지적 요소는 현실에서 습득한 태도 혹은 외부의

세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세한 반면에, 만족과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태도에는 정서적 요인이 지배적일 수 있다.

그러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설득메시지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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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태도를 설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Yoon et al., 2005). 다시 말해 감성적 메시지와 이성적 메시지는 태도

형성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감성과 이성적 메시지

가 다양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립되었다.

현대 연구(Edwards, 1990; Fabrigar and Petty, 1999)에 의하면, 설득

메시지는 주로 태도의 구조적 속성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

다. 태도의 구조적인 속성, 즉 주로 정서 기반의 태도인지 혹은 인지기반

의 태도인지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메시지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지에 기반한 이성적 메시지와 정서에 기반한 감성적 메시지가 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 심리학 연구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였

다.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대상에 대한 태

도의 구조적 속성과 메시지의 감성적 및 인지적 내용이 일치할 때, 더

많은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시험하였다(Maio and Haddock,

2007).

1980년대의 연구(Rajeev and Ray Michael, 1985; Petty and Cacioppo,

1986)는 감성적 메시지보다 이성적 메시지가 미치는 태도변화에 대한 영

향들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태도변화에 대해서

이성적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감성적 메시지의 영향과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Edwards(1990)는 태도가 감정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인지에 근거한 것인지가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의 효과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감정적 설득이 합리적 설득에 비해 감정적

인 태도에 더 효과적이라 가설을 세웠고, Edwards(1990)는 Plus-power

라는 가상의 이름을 가진 음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적 정보 및 인지적

정보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태도 유형과 메

시지 유형이 부합된 경우에 태도 대상에 대해 더 설득효과가 있다고 밝

혀내었다. 즉, 대상의 태도가 감정에 기반한 경우에는 정서적 메시지가

대상의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반면에 대상의 태도가 인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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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경우에는 이성적 메시지가 대상의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Fabrgar and Petty(1999)도 Edwards(1990)와 유사하게 감정에 기반한

메시지가 인식에 기반한 태도보다 감정에 기반한 태도를 바꾸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반면에, 인식에 기반한 이성적 메시지는 감정 기반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보다 인식 기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었

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Edwards(1990)와 Fabrgar and Petty(1999)와는 반대로 Millar와

Millar(1990)는 감정에 근거한 태도는 인지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인지에

근거한 태도는 감성적 메시지에 의해 더 설득효과가 발생한다는 반대되

는 가설을 세웠다. 이미 인지적으로 확립된 태도에 대해서 이성적 메시

지로 설득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박동기가 발생해서 대상과 관련된 정

보를 활성화시켜 그 결과로 자신의 주장이 더 옳다고 결론을 내어버려

설득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실험 결

과로 Millar와 Millar(1990)는 태도 유형이 메시지 유형과 부합된 경우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설득 효과에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음을 증명

하였다. 즉, 태도 유형에 따라 메시지 유형이 부합된 경우에 태도 대상에

대해서 설득효과가 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illar와 Millar(1990)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dwards(1990)

의 결과와 대조되는 원인을 Edwards(1990)의 실험 연구에서 생소한 실

험 재료가 태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태도 유형과 부합되는 메시지

유형이 더 설득적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이미 익숙한 대상이

태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대상에 대해 확립된 태도 혹은 직

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태도에 있어서는 태도 유형과 부합되지 않

은 메시지 유형이 더 설득적일 수 있다. 즉,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

상에 대한 태도와 반대되는 주장을 접했을 때, 자신의 주장이 설득메시

지에서의 주장보다 더 압도적이라면 태도 유형과 부합된 주장은 덜 설득

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주장보다 설득메시지의 주장이 더 압도적인 경우라

면 태도 유형과 부합된 주장이 더 설득적이라는 의미이다.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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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보다 메시지의 주장이 더

압도적일 경우에는 태도 유형과 부합되는 메시지가 설득에 더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생소한 대상이 아닌 이미 확립된 태도 혹은 직

접적 경험에 의한 형성된 태도라면, 자신의 태도가 메시지의 주장을 더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태도와 부합된 메시지가 덜 설득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생소한 태도 대상과 익숙한 태도 대상 이외의 다른 태도 대

상에 대해서는 태도 유형과 메시지 유형의 일치가 설득에 더 효과적일

까? 태도 유형과 메시지 유형의 일치가 설득에 항상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매칭 효과에서 저항이 발생하는 예외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데 이는 태도 대상에 대한 경험이 존재할 경우다. 구체적으로

Millar(1992)는 태도 대상에 대한 사전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피실험

자가 태도 유형과 메시지 유형이 일치된 경우보다 불일치가 된 경우에

더 설득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실험에서 태도 대상에 대해 사

전 경험이 없는 피실험자에게도 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설득메시지에 따른 태도 변화의 연구(Edwards,

1990; Edwards and Von Hippel, 1995; Huskinson and Haddock, 2004

Haddock et al., 2008; Mayer and Tormala, 2010)는 감정을 자극하는 메

시지가 인지 기반의 태도보다 정서 기반의 태도를 변경하는데 더 효과적

임을 밝혔다. 다시 말해 태도 유형과 메시지 유형이 일치할 때 더 설득

적임을 증명하였다. 이들의 관계를 모식도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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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도유형과 설득메시지 유형의 일치

(출처 : Edwards, 1990; Edwards and Von Hippel, 1995; Huskinson

and Haddock, 2004 Haddock et al., 2008; Mayer and Tormala, 2010을

참고하여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태도 유형과 일치하거

나 혹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가 태도 변화를 만드는데 어떤 설득메시지

가 더 효과적인지는 알지 못한다(Ryffel and Wirth, 2016). 대상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 기반과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따라서도 설득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Ryffel et

al. 2014). 예를 들면 개개인에게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 속성이

감정과 인지에 기반하는지는 개개인의 차가 있음이 밝혀졌다(Huskinson

and Haddock, 2004). 따라서 개개인의 태도대상에 대한 태도가 주로 정

서적 또는 인지적인 구조적 속성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태

도 형성 및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See et al.,

2008).

더불어 태도에 대한 개개인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특히 설득메시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설득원)에 따라서도 태도 변화가 달라진다(박종

구, 2009). Petty and Cacioppo(1986)는 설득하려는 사람이 메시지를 읽

을 청중에게 부담을 줄수록,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설득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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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고 주장한다. 즉, 설득을 하는 사람의 설득효과에 대한 영향성은

전문성, 사회적 공인, 지역주민들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보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태도와 설득메시지 간의

매칭 효과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보다 더 자세하게 감정적,

인지적 태도를 유도하는 감정적, 인지적 메시지 프레임과 피실험자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사할 때, 피실험자의 기존의 사고방식과 성격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Petty et al., 2000).

예를 들어, See et al.(2008)은 정서적 및 인지적 태도와 메시지의 매

칭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태도 기반(structural attitude)과 태

도 메타-베이스(meta-base)7)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태도 대상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인지적 vs 정서적인 기반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메타-베이스(meta-base)를 개념화 하는 반면, 구조적 태도 기반을 정서

혹은 인지에 기초하는 개인의 세계적 경향으로 개념화한다. 그를 바탕으

로 이러한 피실험자의 특성인 구조와 일치하는 감정적, 인지적 메시지

프레임이 일치하지 않는 프레임보다 더 많은 설득력을 발생시킨다는 것

을 제안한다. 더욱이 Haddock et al.(2008)은 감정의 필요성(need for

affect)과 인지의 필요성(need for cognition)인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사

람들의 인지적, 감성적 메시지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yffel et al.(2014)은 실험참여자들의 태도 대상에 대한 지식 양의 여

부에 따라 설득메시지에 의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경

우에는 태도의 유형과 메시지 유형의 일치가 불일치보다 효과적임을 주

장하였다. 태도 대상과 관련되어서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은 처리 유창성

(processing fluency)8)의 경험을 촉진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7) See et al.(2008)은 메타-베이스(meta-baxe)를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개

념화한다. See et al.(2008)은 개개인이 다양한 태도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감정이나 인지에 의존하고 있기에 개인 차를 탐구하였다. 정리하면 메타-베이스

를 개인의 차로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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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처리 유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는 매칭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4) 편견의 기반에 따른 설득메시지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만약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가 지역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편견인

고정관념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혹은 그 보다는 감정적 측면의 부정

적인 감정의 편견과 더 관련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아프

리카 지역 편견이라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해결

책을 제시해줄 것이다. 인지적, 감정적 편견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르기 때문에, Jussim(1995)은 어떤 개인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는 그 사

람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인지적 측면보다 감정에 의해서 매개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보다 감

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Jussim(1995)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동학대자와 록 음악가, 그리고 동

성연애자와 이성연애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아동학대

자가 록음악가보다, 동성연애자가 이성연애자보다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

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태도에 대한 판단은 그들

이 속한 집단의 인지보다 감정인 호감도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에 대한 편견적 판단의 많은 부분이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해서 유발된 감정에 의해 매개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유주란․김

혜숙, 1999).

한편 Eagly et al.(1994)은 남녀와 민주·공화당원, 빈민복지와 낙태 등

이라는 집단별로의 태도에는 그들 집단에 대한 감정과 인지가 미치는 영

8) 유창성(fluency)은 직면한 자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단서 역할을 한

다(Ryffel et al., 2014). 구체적으로 개인은 유창하게 처리되는 정보를 보다 사

실적으로 인식한다(Dechêne et al., 2010; Unkelbach et al., 2011)는 점에서 유

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득메시지는 유창하지 않은 메시지보다 설득력이 높다.

그러므로 유창성에 의해서 정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태도 변화에 더 성공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Ryffel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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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러한 집단들에 관련된 태도는 인지에 근거한다

고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해 남녀에 대한 편견적인 판단은 감정에 대한

차이보다는 인지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은

인지의 차이보다 감정의 차이에서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남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어져 있

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인종집단과 지역집단은 역사적으로 반

목관계 혹은 대립관계에 있는 집단이 존재하기에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 감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편견적 판단

이 주로 집단의 명칭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에 근거한다면, 긍정적인 감

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작된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유주란․

김혜숙, 1999). 다시 말해 어떤 태도 대상에 대해서는 감정을 변화시키려

는 시도가 인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 효과적일 것이 분명하다.

위 연구들을 기반으로 김혜숙(2000)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람

들의 고정관념과 감정 그리고 그에 따른 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다

더 자세하게 감정을 긍정적 정서, 불쾌·혐오 정서, 동정적 정서, 불편·불

안 정서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고, 분석한 결과 그 중 북한 사람에 대한

동정적 정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북한인에 대한 편

견은 인지보다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감정에

근거하기에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설득메시지가 감정변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유주란․김혜숙(1999)은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에 대한 사람들

의 태도 변화를 위해 감정적, 이성적 메시지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특히,

호남인들에 대한 편견은 주로 감정에 기반한 편견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감정에 근거한 설득메시지가 더 효과적인 설득과 지역에 대한 태도를 변

화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지역감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의 필요

성을 주장하는 이성적, 감성적 메시지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지역감정이

라는 부정적 감정에 기반한 편견에는 인지에 기반한 이성적 메시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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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메시지가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고,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지역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감정보다 인지의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즉, 편견적 판단이 그 대상의 감정에 근거한다면 태도

대상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편견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

적일 것이고, 만약 편견적 판단이 그 대상의 인지에 보다 근거한다면 그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시도가 편견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의 3)와 4)의 주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론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편견과 태도와 메시지 유형의 일치

(출처 : Edwards, 1990; Edwards and Von Hippel, 1995; Jussim, 1995;

Huskinson and Haddock, 2004; Haddock et al., 2008; Mayer and

Tormala, 2010; 유주란․김혜숙, 1999를 참고하여 재구성)

4.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지역에 대한 태도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 인만큼, 본 논문에서는

이동민(2014)이 정의한 “지역에 대한 태도”와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개념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동민(2014)은 지역에 대한 계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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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 가치중립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지역에 대한 이해와 개념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올바른 지역에 대한 태도의 방향성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지역에 대한 태도는 과장되지 않고, 왜곡되

지 않은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둘, 해당 지역에 대한 고유한 특성과 맥

락에 대해 충분한 이해, 고려의 토대 위에서 태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셋,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태도는 “우호와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 가운

데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특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한 다른

의미에서 편향되고 왜곡된 태도를 야기할 소지가 있지만, 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지역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호와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에 입각하여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Lambert and Baldrestone, 2010; Lee and

Ryu, 2013).

이를 기반으로 이동민(2014)은 지역에 대한 태도를 “균형 잡힌” 방향

으로 형성될 필요성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

도”를 “사실에 입각하되 지역의 다양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상호 존중과 우호·협력을 지향하는 태도”라고 규정한다(Larsen and

Johnson, 2012; Lee and Ryu, 2013). 이러한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

도가 아닌 지역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태도는 부정적이며 왜곡된 인

식과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는 해당 지역 간의 불화

와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Hicks, 2003). 따라서 ‘지역에 대한 균

형 잡힌 태도’는 지역들이 규정되고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협력, 우호, 상호 이해, 존중과 같은 태도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으로 판단되어 그 중

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민(2014)은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구체적인

항목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정의하였다. Larsen and Johnson(2012),

Featherstone(2013), 송도영(2006), 박윤경(2007), 조동기(2010), 최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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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1), 김다원․허신혜(2012)를 통하여 세계 다양한 나라에 대한

다양성 및 고유성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과 우호의 태도가

필수조건이라 판단하였다. 정리하자면 지리교육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맥락과 특성을 지역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주의적·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세계

지역과의 협력, 상생과 공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청되는 우호의

태도를 길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동민(2014)은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라는 3가지 요인을 지리교육을 통해서

길러주어야 한다고 선정하였다. 각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 그리고 자극을 습득하기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

인 추동(drive)라고 정의한다(Litman and Spielberger, 2008). 더불어 호

기심은 어떤 사실, 지식, 현상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인지적·정신적인 상

태 혹은 성향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가고

탐구하려는 기본적 성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내적

동기의 하나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Vallerand et al., 1992). 그러한 점에

서 호기심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행동에 결

정적으로 중요한 동기로서 부여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Reio et al., 2006).

그러므로 호기심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 이동민(2014)은 호기심이 지역과 장소 등과 같은 지리적인 요인

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태도

가 지리교육을 통하여 세계 시민성 함양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

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장소에 관련한

지식, 장소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 등과 같이 장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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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아볼 뿐만이 아니라 경험을 얻고자 하는 호기심은 장소감을 형성하

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봉균, 2008).

장소에 대한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호기심은 지역과 관련하여서도 중요

한 동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고유성들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갖는 지리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어떤 지역만이 갖

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호기심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이 아

니라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공감하는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동민, 2014). 게다가 이동민(2014)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

에 대한 호기심의 활성화가 지역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더 심층

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서가

아닌, 균형 잡힌 태도로서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불어 Rawling(2007)과 Lambert and Balderstone(2010)의 연구에서

도 호기심은 지역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지

역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

으며,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길러야 하는 핵심적인 태도들인 다양성

존중, 우호, 협력의 태도 형성에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상대주의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는 사실로서의 다원성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이다(윤태양, 2019).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의

태도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다양성을 함양하는데도 중요한 의의

를 제시한다(김다원․홍승진, 2008; 이동민, 2014). 다시 말해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이러한 점을 자신의 입장이 아닌 해당 지역

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적 기준 혹

은 개개인의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정형화되고 편협된 편견과 고정관념

을 극복하고 여러 지역과 문화, 인종 등에 대하여 보다 균형 잡힌 이해

를 유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유명기, 1993; Till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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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Lee and Ryu(2013)는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

가 여러 세계 지역의 다양성 이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존중과 같

이 지리교육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심리적인 토대로 작용하기 때문

에, 지역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가 지역에 대한 태도 형성이라는 점에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김다원․홍승진(2008) 또한 상대

주의적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적합한 과목을 지리수업이라 주장하였고,

Banks(2006)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지리교육을 통한 세계 시민성 함양

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여러 지역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공감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이동민(2014)은 이를 종합하여, 상

대주의적인 태도가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세계 시민성 함양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리교육을 구현하는데 불가결한 중요성을 가

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우호의 태도

Kals et al.(1992)은 우호를 단순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친밀하고 가

깝게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 대상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

계 여러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우호의 자세의

중요성이 현대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Larsen and Johnson, 2013). 따

라서 세계 시민성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우호의 태도를 함양하는 필요

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Lee and Ryu, 2013).

더욱이 이동민(2014)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쉽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리교육을

통해 세계의 여러 지역에 관련한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가지도록 할 필요성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우호의 태도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 존

중, 협력,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태도 및 실천능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중요성의 간과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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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에 대한 태도 선행 연구

이러한 지역의 태도와 지리교육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Lee(2018)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태도(ATRAW)9)에 대해서 지리교사

들이 지리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ATRAW는 세계적인 협력, 공존, 평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지

사소한 취향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리 교육에서 교사와 학

생이 자신의 ATRAW를 반성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중 특

히 교사가 자신의 ATRAW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교사들이 지리교육의 요소로

ATRAW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가 학생의 태도 역시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동민(2014)은 마음챙김 학습에 기반한 지리 텍스트의 활용이

지역에 균형 잡힌 태도(‘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였고, 마음챙김 학습의 텍스

트를 읽은 피실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텍스트를 읽은 피실험자들보다 지

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형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 대한

맥락과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마음챙김 학습을 적용한 텍스

트가 그렇지 않은 텍스트에 비해서 피실험자들의 이해력과 집중력을 높

여서 균형 잡힌 태도 형성에 더욱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대체로 지역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의 편

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이동민, 2014). 아프리카 혹은 중동 지역

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지리 교과서의 자료 또는 활동에서조차 예외

가 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Pred, 2000; 박선미․우선영, 2009). 더불어 Monk(2000), Henry and

9)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태도인 ‘Attitudes Toward Regions Around the

World’의 약자이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전 세계 지역에 대한 호의, 반대, 존중, 적대감, 개방성, 상대주의가

이 태도의 예시가 될 수 있다(Le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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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s(2009)처럼 지역과 관련된 편견과 왜곡된 인식 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Griffin et al.(2006)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타 지역에 관련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

지가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Griffin et al.(2006)은 학생들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습이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측정 도구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태도

척도10)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회피부터 적

극적인 관심에 이르는 태도의 범위로 설정되었고, 아시아 학습에 관련한

교사들 간의 차이와 적절한 교육 자원의 차이가 학습자들에게 아시아 지

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아시아

에 대한 학습(아시아 내용과 관련된 실습 수준, 학교 기반 교육 자료 등)

이 호주 학생들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목적을

정리하자면, 주로 지역에 대한 편견을 파악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이를 통

해서 지역에 대한 태도인 지역에 대한 우호와 협력, 다양성 존중 등의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동민, 2014).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편견을 자연환경에 대

한 인지적 편견과 인문환경인 지역민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편견으로 구

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에 기반하는 편견에 대한 해소에는

인지에 근거하는 이성적 메시지가, 감정에 기반하는 편견에 대한 해소에

는 감성적 메시지가 편견 해소 설득에 더 효과적인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또한 인문적․자연적 편견 해소에 부합하는 이성적, 감성적 메시지

가 태도, 즉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칠 것 또한 추측할 수 있다.

10)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척도는 ‘아시아 문화에 나는 흥미가 없다’와 아시아

배경 때문에 ‘나는 아시아의 배경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등 이고, 긍

정적 태도에 대한 척도는 ‘나는 아시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긴다’와 ‘아시아에

대해 배우는 것은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를 방문하고 싶다’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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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및 결과

1. 실험 디자인

1) 연구 가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혹은

부정적 감정인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성적· 감성적 메시지인

설득메시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분류한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과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감정적

편견에 그러한 편견 해소를 주장하는 설득메시지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상대적으로 유도하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

힌 태도 함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아

프리카 지역의 편견에 대해 분류한 인지적 편견과 감정적 편견 각각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설

득메시지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

성적·감성적 메시지가 각각의 아프리카 지역의 인지적·감정적 편견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아프리카 자연지

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교과서보다 그리고 감성적 메시지보다 기여할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즉,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관련한 편견은 대체로 인지에

근거한 편견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인지에 근거한 이성적 메

시지가 더 효과적인 설득과 지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세

웠다. 또한 이성적 메시지가 교과서 서술 텍스트와 감성적 메시지보다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에, 아프리카 인

문환경 중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감정적 편견은 대체로 감정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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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감정에 근거한 감성적 메시지가

교과서 텍스트와 이성적 메시지보다 더 효과적인 설득을 통하여 편견을

해소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는 감성적 메시지가

교과서 서술 텍스트보다 그리고 이성적 메시지보다 아프리카에 대한 태

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 가설 1.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위가설 1-1.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

지는 감성적 메시지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

에 기여할 것이다.

◾ 하위가설 1-2.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

지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

에 기여할 것이다.

■ 주 가설 2.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위가설 2-1.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

지는 이성적 메시지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 하위가설 2-2.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

지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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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인 및 조사 도구

(1) 독립변인 : 설득메시지(이성적·감성적 메시지)

본 실험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인문환경 편견에 대한 해소의 당위성

과 필요성을 서술한 이성적·감성적 메시지인 설득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에 기여하는데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

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되, 설득적 메시지와 대조군으로는 기존 교과서

내용 서술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설정하여 설득메시지가 아프리카 지

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활용되는 독립변인인 설득메시지는 각 실험의 조

건에 따라서 실험 1에서는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해, 실험 2에서는 아

프리카 인문환경인 아프리카 지역민과 관련하여 설득메시지의 내용이 달

라졌다. 각 실험에 대한 이성적 메시지, 감성적 메시지, 통제집단이 읽은

교과서 서술 텍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실험의 연구 설계에서 살

펴볼 수 있다.

(2) 종속변인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이다. 실험참여자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알아보고자 이동민(2014)이 개발한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척도를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를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로 하위요소를

선정하였다.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는 각 하위 요소 당 4개의 문항

씩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

되어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

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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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과 실험 2에서 측정되는 종속변인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

형 잡힌 태도는 각 실험의 조건에 따라 실험 1에서는 아프리카 자연 지

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실험 2에서는 아프리카 인문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보다 더 구체적인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은

실험 1과 2의 연구 설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3) 통제변인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사전 이미지)·사

전 경험 유무·지식의 양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텍스트 유형에 3개 학교 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정

시켰다. 각 학교별로 실험참여자들을 동일한 비율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

여 3개의 텍스트 유형에 배정하였다. 다만, 각 학교별로 동일한 텍스트

유형에 배정된 피실험자들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 간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가 설득메시지

의 유형에 따라 자연적·인문적 텍스트 실험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실험에

앞서서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사전 이미지)의 동일성

검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전 경험이 존재

할 경우 Millar(1992)는 실험참여자가 아프리카 태도의 유형과 메시지의

유형의 일치에서 설득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설에 부합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경험유무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며, 그 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여행 경험이 있는 실

험참여자들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Ryfeel et al.(2014)에 따

르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 양의 차이는 처리 유창성의 경험의 촉

진을 상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설득메시지와 태도의 유형 간에 불일치

가 발생시켜 이 역시도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

역에 대한 고정관념,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의 양에 대해 동질성 검사를

진행하였고, 아프리카 여행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 그 여부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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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여자들의 일상에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

해서 송명주(2014)의 연구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인문환경 고정관념

측정 항목으로 사용하였던 사진 설문지 중 자연환경 부문 6개 문항을 모

두 채택하였고, 인문환경 부문 10개 문항 중에서 고정관념을 상대적으로

더 표현하고 있는 6개 문항을 채택하였다<표 5>. 각 문항에 대해서 7단

계 척도로 점수 범위를 선정하였고, 학습자가 생각한 아프리카의 이미지

와 전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1점을, 매우 일치한다면 7점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4점에 표기하였다. <표 5>에서 음영으로 표시

된 사진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강한 것이며, 음영으로 표시되

지 않은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는

고정관념들과 대비되는 사진으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

록 고정관념이 강한 것이며 다양성 및 최근 변화의 모습을 더 잘 인식하

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송명주, 2014).

<표 5>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 도구

(출처 : 송명주(2014)에서 재구성)

자연환경 인문환경

내용 사진 내용 사진

1 야생동물의 천국 사바나 지역 기아와 질병 비참한 삶

2
고산지대 비옥한

땅
르완다 농장 문명적인 삶 모로코 스키장

3

인간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자연조건

사헬지대 경제 발전
나이지리아

라고스 항구

4
인간생활에

적합한 자연 조건
몸바사 해변

(인종) 니그로의

본고장
마사이족

5 고산 기후
눈 덮인

아틀라스 산맥
원시적인 경제 화전농

6
대부분 지역이

열대/건조 기후
사막 사진

내전과 혼란,

폭력의 땅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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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전 경험 유무에 대해서 실험참여자들은 ‘아프

리카를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에 대한 측정에 대

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에 7점 척도로 전혀 알지 못한다면 1점에, 매우 잘 안다면 7점에 응답하

였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M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98명, Y 고

등학교 재학생 96명, P 고등학교 재학생 93명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학생은 147명, 여학생은 140명으로 총 287명의 학

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이며, 교육과정 상 세계지리 과목을 학습

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세계지리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업 시 교사의 역량과

수업 자료, 수업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형성된 고

정관념과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간 차이를 통제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행 지식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중학생 시기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학습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 Erikson(1968)에 따르면 세밀한 옳고 그

름을 구별하고, 합리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태도 대상에 대해

서 주로 정서에 기반하여 태도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런 학생들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깊고 면밀하게 합

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인지 구조를 개발한다. 따라서 태

도 대상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인지적 태도가 덜 형성된 초, 중학생보다 주어진 정보를 상대적으

로 더 인지적,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등학생을 선정하였다.

더불어 고정관념, 편견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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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son(1968)은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이라고 보는 아동부터 청소년

시기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편견적 태도를 교정할 수 있다. 그

렇기에 세계지리 지역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

견적 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시

기라고 판단하였다(송명주, 2014).

집단 구성은 편의표본추출로 두 실험 조건에 따라 각각 인문과 자연

텍스트로 구분하였고, 또한 각 실험마다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실험에서 모두 통제 집단은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의 교과서 텍스트

를 읽게 하였다. 실험집단은 설득메시지인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

지를 읽는 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예비 실험은 10월 23~10월 26일에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실험을 11월 2일~ 11월 6일에 실시하였다.

4) 현장 실험 절차

실험은 평소 수업을 진행되는 교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학생 개

별로 작성하게 하였다. 평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묻는 사

진 설문지를 모든 실험자들에게 공통으로 제시하였다. 자연환경에 대한

6개의 사진 문항과 인문환경에 대한 6개의 사진 문항으로 구성하고, 평

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문항 별로 한 개씩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후 아프리카 자연에 대한 실험 1에서는 통제집단에게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자연환경에 관한 교과서 내용에 기반한 텍스트를 읽게 하였다.

이와 대조되는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한 집단에게

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편견의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실험

참여자들의 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호소하는 이성적 메시지

를 읽게 하였고, 한 집단에게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편견의 해소의 필요성을 감정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감성적 메시지

를 읽게 하였다. 그 후 모든 집단에게 텍스트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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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을 적게 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묻는 문

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외로, 실험집단에만 추가적으로 앞의 메시지

의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프리카 인문환경에 대한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제집단에게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문환경에 관한 교과서 내용에 기반한 텍스트를

읽게 하였다. 이와 대조되는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한 집단에게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에 대한 편견의 해소의 필요성

에 대해 실험참여자들의 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위해 호소하는 이

성적 메시지를 읽게 하였고, 한 집단에게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에 대한 편견의 해소의 필요성을 감정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감

성적 메시지를 읽게 하였다. 그 후 모든 집단에게 응답하게 한 문항은

실험 1과 동일하다.

설문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제출하도록 하였고, 총 실험에 소요된 시

간은 약 15분 내외였다.

2. 실험연구 1 :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 텍스트 실험

1) 연구 설계

본 실험은 경기도에 소재한 M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48명, Y 고등학

교 재학생 49명, P 고등학교 재학생 47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2일~

11월 6일에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총 14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

자 중에선 세계지리를 배운 학생도 아프리카에 여행을 다녀온 학생은 없

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메시지를 읽은 후, 텍스트 확인 문항에

서 답을 하지 않거나 관련하지 않는 답을 한 5명의 설문과 동질성 검사

결과에서 제외된 6명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4명의

설문을 분석하고 통계 분석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인 설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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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들은 남학생 70명, 여학생 64명이었다.

2) 독립 변인 : 설득메시지(이성적·감성적 메시지)

본 실험 1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 중 기후와 지형의 편견에 대한

해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서술한 이성적·감성적 메시지인 설득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되, 설득적 메시지와 대조군으로는 기존 교과서 내용 서

술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

두 교사의 지도하에 수업시간과 자치시간을 통해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은 두 집단으로 한 집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적 편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역 주민이 인지적으로 호소하는 이성

적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

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적 편견 전환의 필요성

에 대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역 주민인 ‘애런’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감성적 메시지를 읽었다. 두 메시지의 내용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국인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인지적 편견들과 편견

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연환경의 기후적, 지형적 다양성

(김다원․한건수, 2012; 김민성, 2013; 송명주, 2014; 조성욱, 2018)에 관

한 것이었다.

이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로, 아프리카 자연환경

에 대해서 대한 사실(facts)과 정보들로 제작하였다. 다만, 마찬가지로 사

실적이고 중립에 기반하는 교과서(박선미․우선영, 2009; 양병일, 2015)

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크게 내용에서 세 가지의 차이점을 두었다. 첫

째, 한국인들의 아프리카 지역 자연환경의 인지적 편견(‘전체적으로 열대

우림 기후’, ‘질병과 독충이 가득한 곳’, ‘가뭄과 기근’ 등)에 대한 언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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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둘째,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하고 셋째, 우리가 인

지하지 못했던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다양한

자연조건 이해를 박탈’)과 편견이 사라져야 하는 중요성이다. 게다가 감

정적인 자극을 하는 감성적 메시지와는 달리 이성적 메시지는 학습자의

아프리카 자연환경의 인지적 편견에 있어서 관련한 인지를 자극·변화시

켜야하며, 메시지 내용에 근거한 처리과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감정이

입을 유발시키는 감정적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

현 대신에 구체적인 통계자료(예를 들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조성욱의 연구에 따르면’, ‘기초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육

지 면적의 22%’ 등)와 자료의 출처를 통한 사실과 정보를 제시하였다(유

주란․김혜숙, 1999).

반면에 실험집단 중 나머지 한 집단이 읽은 감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과 느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기 위해 자연환경과 관련된 감정적인 경험들을 인출하게 만드는 메시지

이다. 그래서 단순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지역주민이 전달한 이성적

메시지와는 다르게 ‘애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에티오피아 지역

주민이 호소하는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학생들에게 감정적 이입을 유도한

다. 따라서 감성적 메시지는 이성적 메시지의 인지적 편견, 자연환경의

다양성, 고정관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 애런과 애런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적 표현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안쓰럽게’, ‘당혹스럽다’, ‘착잡한’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담았

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연구 자료로 내용의 형식을 구성

하는 것이 아닌 경험담(‘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시는 브루노 선생님

만 해도 ··· 아프리카는 너무 덥겠다 라며 안쓰럽게 쳐다보는 모습이 잊

혀 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고등학교 선배인 아키나 누나는 ··· 아프리카

를 정글, 초원 아니면 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등)과 사연 등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에

의해 애런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일화를 묘사하였다.

통제 집단은 교과서(천재교육, 비상교육)의 아프리카 자연환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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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 중 이성적·감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들인 기후와

지형 부분에 관련한 서술들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특히, 아프

리카 자연환경에 대해 과도한 일반화와 정형화(김다원․한건수, 2012; 김

민성, 2013)를 도출하는 문장들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문장을 그대로 도출하고 교과서 서술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다만 교과서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단원 구성은 북부아

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분류되어있어 실험집단의 메시지처럼

‘아프리카’라는 지역의 스케일을 지칭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실

험집단의 설득메시지와 같이 지역주민이 작성한 텍스트로서 설명하지 않

고, 단순하게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서 교과서의 텍스

트를 설명하였다.

다만, 세 집단이 읽은 텍스트의 내용은 모두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

경에 대한 것이며, 통제집단이 읽은 교과서 기반의 텍스트에 포함된 자

연환경 주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집단이 읽을 메시지의 내용 또한 구

성하였다. 또한 메시지와 텍스트의 길이는 비슷하게 조절하였고, 메시지

와 텍스트에 포함되는 내용의 난이도와 지식의 양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이 읽은 두 메시지 간의 설득 강도는

사전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설득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 간의 설득 강도 역시 유

의미하게 설정하였다.

3) 종속 변인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본 연구 실험 1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

한 균형 잡힌 태도이다. 실험참여자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알아보고자 이동민(2014)이 개발한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척도를 대상인 아프리카 지역에 알맞게 수정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

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로 하위요소를 선정하였다.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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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요소 당 4개의 문항씩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

항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이다.

본 연구 실험 1에서는 이동민(2014)의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설문 대상 지역을 기존의 중동지역에서 아프리카로 변경하였으며, 아프

리카의 자연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문항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동민(2014)의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예비 문항 선정 실험에서 항

목별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호기심’ 항목에서는 .954, ‘상대주의적 태도’ 항목에서는 .909, ‘우호의 태

도’에서는 .803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뢰도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더불어 문항별 요인적재량에서 0.4미만으로 문항으로서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문항은 제외하였고, 나머지 문항에서 아프리카 자연

환경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중심으로 실험 1의 ‘아

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척도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아프리

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항과 수정한 항

목별 하위영역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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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지역에 대한

호기심

• 아프리카 지역에 사막 지형 이외에 어떠한 자연환경(산

맥, 호수, 평원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 뜨거운 열대 기후 이외에 다른 기후(고산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싶다.

• 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가옥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기후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

다.

•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건조한 환경 혹은 열대 우림

기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알아보고 싶다.

상대주의적

태도

• 아프리카에 대해 조사할 때,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 우리가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실제 아

프리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을 것이다.

• 아프리카 지역의 위치, 기후와 지형 등의 특징에 대한 이

해는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 아프리카에 대한 보다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 전통 등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호의 태도

• 아프리카 지역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이지만 우리와 통하

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 아프리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

움이 될 것이다.

•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친구가 생기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표 6>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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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실험 1에 참여한 실험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경험 유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보 출처,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지의 빈도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응답자 모두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경험이 없으며(100%), 아프리카에 대

한 정보를 주로 아프리카 후원 광고(17.9%)와 비뉴스 방송 프로그램

(13.4%)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미

지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인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66.8%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도 23.1%로 자연환경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춘식․채영길․정낙원(2015)에 의하면,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아프리카 후원 광고와 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매

개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위와 같은 미디어에서 비추는 아프리카의 모습과 이미지만을 통해서 스

스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재현을 진행한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다시 재현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움(뜨거운 햇빛, 뜨거움, 여

름)’, ‘사막(사하라 사막)’, ‘사막화’, ‘황폐한 땅’ 등이며, 인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기아(밥을 못 먹어 마른 아이들, 영양실조)’, ‘빈곤과

가난’, ‘물 부족(물 부족으로 물을 뜨러 가는 아이들)’, ‘흑인’, ‘불쌍한 사

람들(고통이 가득한 사람)’, ‘더러운 물(흙탕물)’, ‘후원(유니세프, 캠페인,

기부)’, ‘못 사는 나라(망한 국가)’, ‘질병(감염)’, ‘봉사’, ‘더러움(비위생적)’,

‘식민지’, ‘난민’, ‘노동착취’, ‘의무교육부족’ 등이었다. 반면에, 자연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대자연’, ‘평야’, ‘초원’, ‘사파리’ 등이었고, 인문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풍부한 자원’, ‘남아공 월드컵’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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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은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대부분이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자연환경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문환경에 특히 치중

되어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송명주, 2014).

<표 7> 응답자의 사전 설문지 응답 비율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n) 비율(%)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경험 유무

있음 0 0

없음 134 100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 출처

교과서 (A) 10 7.5

뉴스(신문, 방송 뉴스) (B) 14 10.4

아프리카 후원 광고 (C) 24 17.9

비뉴스 방송 프로그램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D)
18 13.4

기타 (E) 5 3.7

복

수

응

답

A+B+C+D 2 1.5

A+B+C 2 1.5

A+B+D 1 0.7

A+C+D 2 1.5

A+C+E 1 0.7

B+C+D 7 5.2

A+B 6 4.5

A+C 2 1.5

A+D 1 0.7

B+C 15 11.2

B+D 5 3.7

C+D 18 13.4

C+E 1 0.7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

자연환경·긍정 24 9.0

자연환경·부정 62 23.1

인문환경·긍정 3 1.1

인문환경·부정 179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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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지의 텍스트 확인 문항에서 답을 하지 않거나 관련한 답을 하지

않은 5명의 설문과 동질성 검사결과에서 제외된 6명의 설문을 포함해 총

11명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4명의 설문을 분석하고

통계 분석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인 설문을 작성한 학생들은 남학

생 70명, 여학생 64명이었다. 이 중 46명은 통제집단으로서 교과서 내용

서술의 지문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고, 43명이 이성적 메시지를 읽었으며,

45명은 감성적 메시지를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반드시

실험집단의 두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참여자들의 평상시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대한 고정

관념을 측정한 후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

한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의 양에 대해서도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1에서는 각 학교별로 실험참여자들을 동일

한 비율로 세 집단(2개의 실험집단과 1개의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

시켰기 때문에 각 학교 간의 집단 비교에서 집단이 동일하여야 한다. 때

문에 학교 간 집단별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12개 문항의 고정관념

측정 항목과 지식의 양 측정 항목에 대해 연구자가 사전 검사를 실시하

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는 다음<표 8>과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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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실험 실험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p

실험1

교과서 내용 서술 46 3.96 .379

1.577 .211이성적 메시지 43 4.10 .452

감성적 메시지 45 4.00 .301

<표 9>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

실험 실험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p

실험1

교과서 내용 서술 46 2.89 .875

.772 .464이성적 메시지 43 3.02 1.03

감성적 메시지 45 2.75 1.11

사전 설문 결과,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인 고정관념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보

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 간의 아프리카 자연환경의 고

정관념에 대해서 비슷한 평균값을 확인하였고, F값 1.577, 유의 확률이

.21(p > .05)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보이는 비슷한 평균값과 유의확률이 .46(p > .05)

으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세 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

하고 본 실험과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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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시지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차이

본 실험 1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 가설 1.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위가설 1-1.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

지는 감성적 메시지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

에 기여할 것이다.

◾ 하위가설 1-2.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

지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

에 기여할 것이다.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는 이성적 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인 지역에 대

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

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대한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지역에 대한 호기심은 낮고, 상대주의적 태도도 낮으며, 우호

의 태도 또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 7점에 가까울수록 지

역에 대한 호기심이 높으며, 상대주의적 태도도 높으며, 우호의 태도 또

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개 집단(2개의 실험집단과 1개의 통제

집단)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태

도 문항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후

에 Scheffe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양상을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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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비교(자연 지리적 실험)

메시지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이성적 메시지(A) 5.79 .516

239.102** A, B > C**감성적 메시지(B) 5.68 .729

교과서 텍스트(C) 3.32 .567

** p < .001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인 <표 10>에서 유의수준(p < .001)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성적 메시지 집단의 평균은 5.79점 이었고,

감성적 메시지 집단의 평균은 5.68점, 통제 집단인 교과서 집단의 평균은

3.32점으로 이성적 메시지 집단과의 평균과는 0.11점 이상의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세 집단 간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그 후 Scheffe로 사후 분석한 결

과, 이성적 메시지 집단은 통제 집단인 교과서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지만, 감성적 메시지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문항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

로 <표 11>을 통해 살펴보면, 유의수준(p < .05)에 따라 12문항 중 1번

문항만이 이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이 감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보다

태도에 대한 평균값이 높았고, 1번 문항을 제외한 11개의 문항(2번-12

번)은 이성적 메시지의 집단과 감성적 메시지의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위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반면 유의수

준(p < .001)에 따라 이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아프리

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12문항 모두에서 평균값이 높았다. 따라

서 하위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다만, 모든 12항목에서 유의수준(p <

.001)에 따라 감성적 메시지 집단 역시도 통제집단보다 태도에 대해 집

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 가설1은 부분

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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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F Scheffe test

이성적

메시지

(A)

감성적

메시지

(B)

교과서

텍스트

(C)

43(n) 45(n) 46(n)

1 6.13 5.39 3.06 86.732** A > B* > C**

2 5.57 5.27 2.67 95.021** A, B > C**

3 5.48 5.23 2.71 84.938** A, B > C**

4 5.20 5.32 2.71 74.597** A, B > C**

5 5.91 6.09 4.04 87.597** A, B > C**

6 6.22 6.16 3.52 136.993** A, B > C**

7 6.28 5.86 3.13 146.069** A, B > C**

8 5.88 5.79 3.60 90.983** A, B > C**

9 5.93 5.53 3.32 95.023** A, B > C**

10 5.44 5.79 3.63 54.136** A, B > C**

11 5.64 6.09 3.76 72.713** A, B > C**

12 5.82 5.67 3.65 64.046** A, B > C**

합계

평균
5.79 5.68 3.32 239.102** A, B > C**

<표 11>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문항별 점수 비교

** p < .001, * p < .05

더불어,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의 설득

효과 점수는 t-test를 통하여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12>과 같다. 설득 효과 점수 비교에서는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

의 설득성의 평균값이 6.13점과 5.8점으로 각 메시지의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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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메시지의 설득 효과 점수 비교

메시지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이성적 메시지(A) 43 5.86 0.99
.88 .67

감성적 메시지(B) 45 6.07 1.19

(4) 논의

실험연구 1(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는 이성적 메시지 집단은 아프

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서 교과서의 내용에 기반한 텍

스트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편견을 생성할 수

있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일반적

으로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에 대한 언급,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자연환경(기후·지형)의 다양성, 고정관념이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한 이성적 메시지가 학생

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다. 뿐만 아니라 감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 또한 통제집단에 비해서 태

도 함양의 평균값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이러한 결

과는 이성적 메시지가 기본적인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

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유주란․김혜숙(1999)의 주장처럼 지역에 대한 태도가 설득과정에 의

해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표 11>의 교과서 텍스트를 읽은

통제집단의 항목별 평균값을 보면, 5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

은 항목 척도인 Likert 중간 값이었던 4점(보통이다)을 넘지 못하고

2.67-3.65점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즉, 단순하게 세계지리 교과서에서의

텍스트의 구성과 서술방식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Winter, 1997; Myers, 2001), 실험 1에서의 교과서 서술이 설

득메시지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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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에 있어서 부

정적인 ‘편견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

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

다 필요한 자연환경의 다양성 인식을 교과서의 텍스트의 서술이 방해한

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표 11>에서 통제집단의 균형 잡힌 태도 평균

값은 특히 항목1-4번에서 가장 최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항목들은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관련한 항목들이다. 이 항목들에서

가장 낮은 값이 나온 점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성 인

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환경의 과도한 일반화에서 벗어나

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아프리카 지역 자

연환경의 인지적 편견을 변화시키는데 단순히 교과서의 텍스트가 설득메

시지보다 자연환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계지리 교과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자연환경 서술

과 관련한 지역 텍스트를 구성할 경우에 구성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

또한 이성적 메시지에 입각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성적 메시지를 읽는 활동을 한 집단과 감성적 메시지를 읽는

활동을 한 집단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대해서

는 항목 1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성적 메시지가 태도 형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기보다 자연 텍

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지 또한 이성적 메시지만큼 지역에 대한 태도

형성에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이 두 실험집단 모두 유

의수준(p < .001)에 따라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지적 편견에 근거하는 기후·지형의 편견에 대한 자연적 텍스트

실험에서 가설 1-1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Petty and Cacioppo(1986)의 주

장처럼 이성적 메시지가 실험참여자들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

한 인지인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이성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 설득을

가져오고,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 지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결

과를 가져와야만 했었다. 그렇지만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고, 그러

한 인지적 편견으로 형성된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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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메시지가 감성적 메시지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원인을 지역에

대한 편견이 인지의 차이보다 감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Jussim(1995)

의 주장에 근거하여 살펴본다면, 자연환경에 대한 편견은 인지적 편견인

고정관념이 아니라 감정적 편견인 부정적인 감정에 근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험 1의 결과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에 변화를 시키는 이성적 메시지와 감정적 편견에 변화를 시키는 감

성적 메시지가 지역에 대한 태도에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프

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에 근거

한 인지적 접근과 감정적 접근이 주요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

시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왜 도출이 되었는지 실험참여자들이 텍스

트와 메시지를 읽고, 메시지의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설득의 처리과정11)

이 일어났는지 서술한 질문 1번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는

데, 질문 1에 대해 서술한 답변들을 다음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 13>을 보면, 통제집단과 이성적 메시지 집단에서는 주로 아프리

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 인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성적 메시지는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

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감성적 메시지는 인지적 편견보다 감

정적 편견에 설득 효과성이 높지만, 이 실험 1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지적 편견인 만큼 사고 정교화보다 감정 정교화가 덜 발생하여

이성적 메시지에 비해 설득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표 13>을 보면, 감정메시지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에 대해서 감정적 정교화가 발생해 감정이입을 유발시

키기 보다는 사고 정교화가 주로 발생해 인지적 편견에 대해 오히려 이

성적 메시지만큼의 효과를 보였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혹은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형성이 개개인의 태

11) 설득이 메시지의 어떤 내용에 근거하여 처리과정이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

해서 유주란․김혜숙(1999)은 사고 정교화와 감정정교화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고 정교화란 메시지를 읽는 동안 가졌던 사고들을 표현하

며, 감정 정교화는 메시지를 읽는 동안 들었던 감정 표현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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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조적 속성이 인지에 기반하는지 혹은 정서에 기반을 두고 형성하

는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Huskinson and Haddok(2004)의

주장처럼, 메시지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이 제시되었을지라

도, 실험참여자들의 아프리카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는 개개인마다 인지

적 편견인 고정관념에 근거할 수도 있고, 감정적 편견에 근거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이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가

인지에 기반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설득효과를 보였을 것이며, 감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가 감정에 기반한 학생

들에게 효과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연구자가 작성한 감성적 메시지가 감정 정교

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시에 사고 정교화를 유도하는 내용 역시

도 포함한 것이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개개인의 태도 구조적

속성이 어떠한 것에 기반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는 개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랐을 것이라는 가능성 또

한 존재한다. 그렇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보완을 통해서 인지와 감정 각각

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인지와 감정이 혼합된 메시지를 포함시켜 각각

메시지의 지역에 대한 태도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개

인의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가 인지에 기반하는지 감정에 기반하는지의

태도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개개인의 태도의 구조적 속성에

따라 설득메시지가 어떠한 다른 설득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 67 -

<표 13>집단 간 사고 정교화와 감정 정교화

유 형 사고 정교화 감정 정교화

교과서

텍스트

•아프리카는 관광자원밖에 발전시킬 수 있

는 것이 없다.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곳에 산다.

•기후자체가 거주에 불리하니 힘들겠다.

•사막화 현상과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심

을 더욱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좋지 못한 곳에

위치해있다.

-

이성적

메시지

•새로운 깨달음이 많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아프리카에 대한 부

정적인 생각이 조금 줄었다.

•무의식중에 편견에 사로 잡혀있었구나라

고 성찰한다.

•미디어 매체가 한국인들의 아프리카의 인

식에 대해 정하는 것을 생각했다.

•한 번쯤은 여행가보고 싶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부셔야겠다.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너무 단일적이고,

일차원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이 불쌍하다고 느껴졌다.

감성적

메시지

•아프리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찾아봐야겠다.

•다른 문화권에 대해 알아볼 때, 풍습과 문

화뿐만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적으로 문화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임을

알았다.

•여행해도 좋은 나라

•아프리카 자연에 대해 더 알고 싶다.

•한국인들의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 의견에 놀랐다.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멈추면

좋겠고, 나도 반성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을 열악하

다고만 말을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놀랐다.

우리의 오해로 상처받을 현

지인들에게 미안하다.

•한국인들의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의견에

놀랐다.

•아프리카는 무조건 덥고

건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니라는 점이 충격이고 놀랍

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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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연구 2 :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 텍스트 실험

1) 연구 설계

본 실험은 경기도에 소재한 M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50명, Y 고등학

교 재학생 47명, P 고등학교 재학생 46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2일~

11월 6일에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총 14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

자 중에선 세계지리를 배운 학생도 아프리카에 여행을 다녀온 학생은 없

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메시지를 읽은 후, 텍스트 확인 문항에

서 답을 하지 않거나 관련하지 않는 답을 한 6명의 설문과 동질성 검사

결과에서 제외된 4명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3명의

설문을 분석하고 통계 분석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인 설문을 작성

한 학생들은 남학생 65명, 여학생 68명이었다.

2) 독립 변인 : 설득메시지(이성적·감성적 메시지)

본 실험 2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 중 하나인 아프리카 지역민 편

견에 대한 해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서술한 이성적·감성적 메시지인 설

득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다

는 것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

시지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되, 설득적 메시지와 대조군으로는 기존 교

과서 내용 서술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교사의 지도하에 수업시간과 자치시간을 통해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은 두 집단으로 한 집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환경인 아프

리카 지역민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적 편견 전

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지역 주민이 호소하는 이성

적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민에



- 69 -

대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적 편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지역 주민인 ‘카마쇼’가 호소하는 감성적

메시지를 읽었다. 두 메시지의 내용은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해 한국인들

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감정적 편견들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주장한 인문환경의 부정적 감정의 해소(김혜숙, 2002)에 관한 것이었

다.

이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로, 아프리카 지역민들

에 관련한 사실(facts)과 정보들로 제작하였다. 다만, 마찬가지로 사실적

이고 중립에 기반하는 교과서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크게 내용에서 세

가지 차이점을 두었다. 첫째, 한국인들의 아프리카 지역민들에 대한 감정

적 편견(‘불쌍하다’, ‘동정의 대상’, ‘무기력하며 자포 자기하는 존재’)에

대한 언급이며 둘째, 아프리카의 부정적 감정을 제거할 현재 아프리카인

들 상태 인식의 중요성(‘치타세대’,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관’, ‘중산층 비

중의 확대’, ‘원조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며 발전

해나가는 사람들’) 언급이고 셋째,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지

역민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아프리카인들의 급변하는

상황과 다양한 노력이 그동안 한국인의 부정적 편견에 의해 무시돼···’)

과 편견이 사라져야 하는 중요성이다. 게다가 감정적인 자극을 하는 감

성적 메시지와는 달리 이성적 메시지는 학습자의 아프리카 지역민의 인

지적 편견에 있어서 관련한 인지를 자극·변화시켜야하며, 메시지 내용에

근거한 처리과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유발시키는 감정적 표

현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 대신에 구체적인 통계자

료와 자료의 출처를 통한 사실과 정보를 제시하였다(유주란․김혜숙,

1999).

반면에 실험집단 중 나머지 한 집단이 읽은 감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과 느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지역민들과 관련된 감정적인 경험들을 인출하게 만드는 메시지이

다. 그렇기에 단순히 아프리카 케냐의 지역주민이 전달한 이성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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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르게 ‘카마쇼’라는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케냐의 지역주민이 호소

하는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학생들에게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따라서 감

성적 메시지는 이성적 메시지의 감정적 편견, 현재 아프리카인들의 상태

의 중요성, 고정관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 카마쇼와

카마쇼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적 표현의 형식으로 제작

되었다. 예를 들어, ‘가슴 아픈’, ‘울분을 토하는’, ‘비참한’ 등의 표현을 담

았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연구 자료로 내용의 형식을 구

성하는 것이 아닌 경험담(‘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시는 가브리엘 선

생님만 해도··· 아프리카인들은 불쌍하다며 안쓰럽게 쳐다보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한국인들의 모습에 가슴 아팠다고 하셨어

요’, ‘그저 동정과 무시의 대상이에요’, ‘제 고등학교 선배인 코키 누나는

··· 대부분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여 글자를 모르는 것

으로··· 울분을 토했다고 해요’ 등)과 사연 등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감정적 편견에 의해 카마쇼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일화를 묘사하

였다.

통제 집단은 교과서(천재교육, 비상교육)등의 아프리카 지역민에 관련

된 내용 중 이성적·감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들인 경제·사

회와 관련한 서술들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지

역민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도출하는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사례 등의 역동적인 모습보다 정적인 모습으

로 기술되고 있는(조성욱, 2018) 문장들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교

과서에서 문장을 그대로 도출하고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

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다만, 교과서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단원

구성은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분류되어있어 실험집단

의 메시지처럼 ‘아프리카’라는 지역의 스케일을 지칭하여 사용하지는 않

았다. 게다가 실험집단의 설득메시지와 같이 지역주민이 작성한 텍스트

로서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아프리카인들과 관련된 인문환경 중 사회

와 경제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서 교과서의 텍스트를 설명하였다.

다만, 세 집단이 읽은 텍스트의 내용은 모두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민



- 71 -

과 관련된 사회·경제에 대한 것이며, 통제집단이 읽은 교과서 기반의 텍

스트에 포함된 인문환경 주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집단이 읽을 메시

지의 내용 또한 구성하였다. 또한 메시지와 텍스트의 길이는 비슷하게

조절하였고, 메시지와 텍스트에 포함되는 내용의 난이도와 지식의 양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이 읽은 두 메시지

간의 설득 강도는 사전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설득성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 간

의 설득 강도 역시 유의미하게 설정하였다.

3) 종속 변인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이동민(2014)의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를 설문 대상 지역을 기존의 중동지역에서 아프리카로 변경한 실험 1과

대체적으로 문항이 동일하지만, 실험 1의 아프리카 자연 지리적 특성과

달리 아프리카의 인문 지리적 특성인 아프리카인에 대해 반영하여 해당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실험 1과 동일하게 이동민(2014)의 ‘지역에 대

한 균형 잡힌 태도’ 예비 문항 선정 실험 결과에서 항목별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호기심’ 항목에서는

.954, ‘상대주의적 태도’ 항목에서는 .909, ‘우호의 태도’에서는 .803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뢰도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문항별

요인적재량에서 0.4미만으로 문항으로서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제외하였고, 나머지 문항에서 아프리카 인문환경인 아프리카인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중심으로 실험 2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척도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항과 수정한 항목별 하

위영역은 <표 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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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문항

항목 문항

지역에 대한

호기심

• 아프리카 사람들이 즐겨먹는 요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 싶다.

•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금융서비스(모

바일 뱅킹) 이외에도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알아보고 싶다.

•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방문하여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프리카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생활

하면서 그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가치관, 꿈들에 대해서 알

아보고 싶다.

상대주의적

태도

• 아프리카에 대해 조사할 때,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 우리가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실제 아

프리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을 것이다.

• 아프리카 지역과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경제, 사회 등

특징에 대한 이해는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프리카에 대한 보다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사회나 문화, 전통 등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호의 태도

• 아프리카 지역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이지만 우리와 통하

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 아프리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

움이 될 것이다.

•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친구가 생기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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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실험 2에 참여한 실험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경험 유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보 출처,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지의 빈도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표 15>과 같다.

응답자 모두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경험이 없으며(100%), 아프리카에 대

한 정보를 주로 아프리카 후원 광고(18%)와 비뉴스 방송 프로그램

(13.5%), 후원광고+비뉴스 방송 프로그램(17.3%)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인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63.5%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도 25.6%로 자연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 1과 같은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김춘식․채영길․정낙

원(2015)에 의하면,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아프리카 후원 광

고와 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매개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위와 같은 미디어에서 비추는

아프리카의 모습과 이미지만을 통해서 스스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재

현을 진행한 것이다. 학생들이 다시 재현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

적인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움

(뜨거운 햇빛, 뜨거움, 여름)’, ‘사막(사하라 사막, 물이 하나도 없는 뜨거

운 모래밭)’, ‘가뭄’, ‘황폐한 땅’ 등이며, 인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는 ‘기아(밥을 못 먹어 마른 아이들, 몸에 파리가 붙어 있는 아이들,

영양실조)’, ‘빈곤과 가난’, ‘물 부족(물 부족으로 물을 뜨러 가는 아이들)’,

‘흑인’, ‘불쌍한 사람들(힘들게 사는 사람, 고통이 가득한 사람)’, ‘더러운

물(흙탕물)’, ‘후원(유니세프, 캠페인, 기부)’, ‘못 사는 나라(망한 국가)’,

‘질병(감염, 아픈 아이들)’, ‘봉사’, ‘더러움(비위생적)’, ‘식민지’, ‘난민’, ‘노

동착취’, ‘의무교육부족’ 등이었다. 반면에, 자연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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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대자연’, ‘평야’, ‘초원’, ‘사파리’ 등이었고, 인문환경은 ‘풍부한 자

원’, ‘축구선수(드록바)’이었다. 이러한 점은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고

정관념이 자연환경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문환경에 특히 치중되어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송명주, 2014).

<표 15> 응답자의 사전 설문지 응답 비율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n) 비율(%)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경험 유무

있음 0 0

없음 133 100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 출처

교과서 (A) 3 2.3

뉴스(신문, 방송 뉴스) (B) 15 11.3

아프리카 후원 광고 (C) 24 18.0

비뉴스 방송 프로그램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D)
18 13.5

기타 (E) 2 1.5

복

수

응

답

A+B+C+D 7 5.3

A+B+C 2 1.5

A+B+D 2 1.5

A+C+D 2 1.5

B+C+D 12 9.0

A+B 3 2.3

A+C 5 3.8

A+D 11 8.3

A+E 4 3.0

C+D 23 17.3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

자연환경·긍정 25 9.4

자연환경·부정 68 25.6

인문환경·긍정 4 1.5

인문환경·부정 169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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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지의 텍스트 확인 문항에서 답을 하지 않거나 관련한 답을 하지

않은 6명의 설문과 동질성 검사결과에서 제외된 4명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3명의 설문을 분석하고 통계 분석 하였다. 최종

적으로 분석대상인 설문을 작성한 학생들은 남학생 65명, 여학생 68명이

었다. 이 중 44명은 통제집단으로서 교과서 내용 서술의 지문 읽기 활동

을 수행하였고, 44명이 이성적 메시지를 읽었으며, 45명은 감성적 메시지

를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반드시 실험집단의 두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참여자들의 평상시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한 후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의 양에 대해서도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

다. 실험 2에서는 각 학교별로 실험참여자들을 동일한 비율로 세 집단(2

개의 실험집단과 1개의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시켰기 때문에 각 학

교 간의 집단 비교에서 집단이 동일하여야 한다. 때문에 학교 간 집단별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12개 문항의 고정관념 측정 항목과 지식의

양 측정 항목에 대해 연구자가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

(One way ANOVA)으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표 17>과 같다.

<표 16> 각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실험 실험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p

실험2

교과서 내용 서술 44 4.17 .295

.194 .824이성적 메시지 44 4.12 .403

감성적 메시지 45 4.16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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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

실험 실험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p

실험2

교과서 내용 서술 44 2.77 1.05

.289 .750이성적 메시지 44 2.79 .97

감성적 메시지 45 2.64 1.00

사전 설문 결과,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

전 이미지인 고정관념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보

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 간의 아프리카 인문환경의 고

정관념에 대해서 비슷한 평균값을 확인하였고, F값 .194, 유의 확률이

.824(p > .05)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 참여한

세 집단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 보이는 비슷한 평균값과 유의확률이 .750(p

> .05)으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세 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하고 본 실험과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메시지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의 차이

본 실험 2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 가설 2.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위가설 2-1.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

지는 이성적 메시지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 하위가설 2-2.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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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는 감성적 메시지가 아프리카 지

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인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대한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1점

에 가까울수록 지역에 대한 호기심은 낮고, 상대주의적 태도도 낮으며,

우호의 태도 또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 7점에 가까울수

록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 높으며, 상대주의적 태도도 높으며, 우호의 태

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개 집단(2개의 실험집단과 1개의

통제집단)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비교하기 위

해 태도 문항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후에 Scheffe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양상을 살

펴보았다.

<표 18>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비교

메시지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이성적 메시지(A) 5.25 .662

162.955** B > A > C**감성적 메시지(B) 6.10 .437

교과서 텍스트(C) 3.90 .662

** p < .001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인 <표 18>에서 유의수준(p < .001)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감성적 메시지 집단의 지역의 태도에 대한

평균은 6.10이었고, 이성적 메시지 집단의 평균은 5.25점, 통제집단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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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F Scheffe
이성적

메시지

(A)

감성적

메시지

(B)

교과서

텍스트(

C)

1 5.33 6.09 3.29 83.812**
B > C**,

A > C**,

B > A*

2 5.44 5.56 3.70 44.166** A, B > C**

3 5.51 6.11 3.34 91.215**
B > C**,

A > C**,

B > A*

4 5.22 6.25 3.40 85.383** B > C**,

A > C**,

과서 집단의 평균은 3.90점으로 감성적 메시지 집단과는 평균 0.85점 이

상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세 집단 간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그에 대해서

Scheffe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

였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문항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

로 <표 19>를 통해 살펴보면, 유의수준(p < .05)에 따라 12문항 중 10문

항에서 감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이 이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보다 지

역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균값이 높았고, 제외된 2문항(2번, 10번)에서는

감성적 메시지 집단과 이성적 메시지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더불어 12문항 모두에서

유의수준(p < .001)에 따라 감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았다. 따라서 하위 가설 2-2도 채택되었다. 다만, 모든 12문

항에서 유의수준(p < .001)에 따라 이성적 메시지 집단 역시도 통제집단

보다 지역에 대한 태도에 대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19>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문항별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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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

5 5.84 6.43 3.93 74.427**
B > C**,

A > C**,

B > A*

6 5.86 6.40 3.56 101.322**
B > C**,

A > C**,

B > A*

7 5.64 6.18 3.97 57.401**
B > C**,

A > C**,

B > A*

8 5.55 6.13 3.90 52.377**
B > C**,

A > C**,

B > A*

9 5.26 5.93 4.45 15.934**
B > C**,

A > C**,

B > A*

10 5.60 5.93 4.54 18.698** A, B > C**

11 5.62 6.20 4.45 30.577**
B > C**,

A > C**,

B > A*

12 5.40 6.02 4.20 31.134**
B > C**,

A > C**,

B > A*

합계

평균
5.52 6.10 3.90 162.955** B > A > C**

** p < .001, * p < .05,

더불어, 감성적 메시지와 이성적 메시지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의 설득

효과는 t-test를 통하여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20>

과 같다. 각 메시지의 설득 효과 점수 비교를 통해서 감성적 메시지와

이성적 메시지의 설득성의 평균값이 6.42점과 5.72점으로 두 메시지 중

감성적 메시지가 유의수준(p < .05)에 따라 이성적 메시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성적 메시지가 인문 지

리 텍스트 실험에서는 이성적 메시지에 비해 설득 효과 점수가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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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0> 메시지의 설득 효과 비교

메시지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이성적 메시지(A) 44 5.77 .93

2.605 .011
감성적 메시지(B) 45 6.31 1.02

(4) 논의

실험 연구 2(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는 감성적 메시지 집단은 아프

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서 교과서 내용에 기반한 텍스

트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편견을 생성할 수 있

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인문환경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일반적으

로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감정적 편견에 대한 언급, 편견

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재 지역민들의 상태의 중요성, 고정관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한 감성적 메시지가 학생들

의 아프리카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성적 메시지를 읽은 집단 또한 통제집단에 비해서 태도

함양의 평균값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감성적 메시지가 기본적인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

형 잡힌 태도 함양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

주란․김혜숙(1999)의 주장처럼 지역에 대한 태도가 설득과정에 의해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표 19>의 교과서 텍스트를 읽은 통제

집단의 항목별 평균값을 보면, 9번-12번 문항을 제외하고 1번-8번 문항

들은 문항 척도인 Likert 중간 값이었던 4점(보통이다)을 넘지 못하고

3.29-3.97점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즉, 단순하게 세계지리 교과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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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내용 구성과 서술방식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데(Winter, 1997; Myers, 2001), 실험 2에서의 교과서 서술

이 설득메시지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

도보다는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편견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12번

문항에 해당하는 우호의 태도보다는 1-4번 문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

한 호기심과 5-8번 문항에 해당하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낮은 값이 나온

점은 아프리카 지역의 현재 지역민에 대한 상태 중요성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민들에 대해 경제적인 빈곤만으로 대부분의 지역

민들을 일반화시키는 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더불

어 상대주의적 태도가 낮은 값이 나왔다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지식과 상식을 확인할 때 부정확하고 실제 아프리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학

생들의 아프리카 지역 인문환경의 감정적 편견을 변화시키는데 단순히

교과서의 텍스트가 설득메시지보다 지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

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지리 교과서

의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문환경 서술과 관련한 지역 텍스트를

구성할 경우에 구성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 또한 감성적 메시지에 입각

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감성적 메시지를 읽는 활동을 한 집단과 이성적 메시지를 읽

는 활동을 한 집단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대해

서는 3번, 10번 두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따라서 감성적 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민에 관한 텍스트에서는

이성적 메시지와 교과서 텍스트보다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형성에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1과 다르게 실험 2에서 가설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Eagly et al.(1994)의 주장처럼 감성적 메시지가 실험참

여자들의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켜 더

효과적인 설득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성적 메시

지가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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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즉,

Edwards(1990)와 Fabrgar and Petty(1999)의 주장처럼 지역민에 대한

태도가 인지에 토대하기보다 감정에 토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러한 경우 설득메시지와 태도의 구조적 속성이 일치하는 정서 기반의 감

성적 메시지가 지역민에 대한 정서적 편견 해소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러한 결과가 왜 도출이 되었는지 실험참여

자들이 텍스트와 메시지를 읽고, 메시지의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설득의

처리과정이 일어났는지 서술한 질문 1번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는데, 질문 1에 대해 서술한 답변들을 다음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1>을 보면, 통제집단과 이성적 메시지 집단에서는 주로 아프리

카 지역민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메시지의 주장과 관련된 사고 정교화인

편견에 대한 인지가 주를 이룬다. 반면에, 감성적 메시지는 인지적 사고

정교화보다 감정적 정교화를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위 가설

2-1처럼 감성적 메시지가 사고 정교화보다 감정 정교화를 더 발생시켜

인지적인 정교화를 주로 발생시키는 이성적 메시지보다 감정에 기반한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고, 설득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동정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근거한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태도에는 실험참여자들의 감정적 편견을 극복하는 감성적 메시지가 이성

적 메시지보다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태도 변화에 더욱 효과적임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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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집단 간 사고 정교화와 감정 정교화

유 형 사고 정교화 감정 정교화

교과서

텍스트

•많이 가난하기에 많은 도움이 필

요하다.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

다는 것에 놀랐다.

•아프리카에 보건 시설과 교육 시

설이 더 필요하다.

•후원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케냐의 금융서비스가 궁금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성

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알았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편인게 안

타깝다.

•가난하게 살아 불쌍하다.

•영양상태도 좋지 않고, 병든 아이

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성적

메시지

•유니세프 등 후원광고와 더불어

일반화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

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에 놀랐다.

-

감성적

메시지

•인식의 대부분은 매체에 의해 생

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에 있

어 매체는 물론 교육적인 부분에서

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편

견을 버리도록 해야겠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

•자신이 본 ‘일부’를 ‘전체’에 적용시

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며 그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난다.

•동정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처럼 어

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자만심을 가

지고 심한 말하는 것이 속상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펐다.

•아무리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에

서도 꿈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는 것이 대단하고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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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요약 및 결론

2015년에 고시된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은 ‘세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공감적

인 이해가 우리의 삶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토대

가 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과목으로 그 성격을 기술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5). 이는 단순하게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 사실

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공감과 배려, 협력, 공존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가치를 강조해 세

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함양하여 한국의 미래 세대를 세계시민

(global citizen)으로서 양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손명철, 2016).

따라서 지역지리 교육은 지역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항상 동일성의 사유에 토대하여 지역 이해에 접

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이’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으

로 열려 있는 곳으로서 지역에 대한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생성적 사

유에 기반한 지역 이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김병연, 2018). 특히,

지리교과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지리, 역사, 문화, 사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박선미, 2015). 그러므로 지리교육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각

세대에게 다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

공한다(Bagoly-Simo, 2013).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최고의

기회는 최악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데 교과서에 기술된 타국에 관한 편향

된 내용과 서술은 학생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최희․이상균, 2016).

그 중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부정적인 이미지, 편견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Ukpokodu, 1996). 그러한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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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 관련된 다양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단순하게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인

식과 부정적 감정뿐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존중과 우호를 저해하며, 적

개심과 같은 지역 간의 불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Gullestad, 2006). 다

시 말하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함양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편견적이고, 왜곡된 태도가 형성된다. 그렇

기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틀에 갇히지 않은’ 개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

서 지역을 바라볼 필요성이 제시된다(Bank, 2006; 이동민, 2014:2에서 재

인용). 그러므로 지리교육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서 균형 잡힌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이동민, 2014). 한편으로는 지리교육에서 아

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 지역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변화, 교과서

서술내용 재구성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편

견 해소와 관련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해

소를 주장하는 설득메시지의 적용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

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 해소와 아프리카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득메시지 유형의 이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보

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자연환경인 자연 텍스트 실험과 인문환

경인 지역민에 대한 인문 텍스트 실험으로 나누어 설득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각 조건에서 지역에 대한 태도 함양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자연 텍스트 실험과 인문 텍스트 실험에서

각각의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

힌 태도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첫째, 아프리카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는 이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연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이성적 메시지는 감성적 메

시지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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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성적 메시지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

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하위가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둘

째,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지는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하위

가설로 ‘아프리카 인문지리 텍스트 실험에서 감성적 메시지는 이성적 메

시지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와 ‘감성적 메시지는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

힌 태도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를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실험심리학

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상의 두 가설을 검증하고자 경기도의 3개의 고등학교에서 세계지리

를 듣지 않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각 학교마다 동일한 비율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성적 메시지 읽기 활동

집단과 감성적 메시지 읽기 집단과 교과서 내용 기반의 텍스트를 읽는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아프리카에 대한 사전 이미지와 정보 출

처 응답-사전 동질성 검사(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실험 활동 또는 통제 활동-설문응답’ 순으로 진행되었

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아프리카 자연적 텍스트 실험이 진행된 실험 연구 1에서는 이성적 메

시지와 교과서 텍스트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성적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감

성적 메시지 또한 교과서 텍스트에 비해서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개개인의 아프리카 자연환경(기후·지형)에 대한

편견적 태도 구조적 기반의 차이로, 개개인의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가

인지 혹은 감정에 기반하는지에 따라 설득메시지가 태도 함양에 다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작한 감성적 메시지

가 학생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할지라도 학

생들의 감정적 정교화 형성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사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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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성시켰기 때문에 아프리카 자연환경의 인지적 편견에도 영향을 미

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인문적 텍스트 실험이 진행된 실험 연구 2에서는 감성적 메

시지와 교과서 텍스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감성적 메시지와

이성적 메시지와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감성적 메시지가 이성적 메시지와 교과서 텍스트보다 아프리카의 인문적

인 실험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민에 대한 태도가 정서적인 태

도에 근거하므로 감정적인 편견을 해소하는 내용의 감성적 메시지가 감

정 정교화를 유도하면서 인지적 과정을 유도하는 이성적 메시지보다 태

도 함양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교육적 시사점

위의 실험결과를 통해서 설득적 메시지 유형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 함양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자연환경과 지역민

에 대해 자리 잡은 부정적인 편견은 근본적으로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대

한 인식이 ‘대륙’의 스케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지역을 ‘대륙’이라는 특정한 스케일에서 대륙의 특정한 특

징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일반화시켜 바라보는 것, 즉 “지역인식의 단일

스케일적 고착”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오개념과 몰이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이동민․최재영, 2015). 그러므로 ‘대륙’의 단일스케일에서 아

프리카에 대해 접근하기 보다는 다양한 스케일로 접근하는 ‘다중스케일

적’ 접근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성에 기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통하여 단일스케일에 고착되어 지역을 이해함으로

서 발생되는 오개념을 최소화하며 보다 더 올바른 지역 인식의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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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모색하여야만(이동민․최재영, 2015),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편견적 태도보다 균형 잡힌 태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둘째, 설득적 메시지는 단편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구성된 세

계지리 교과서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메시지는 심층적인 인지를 감성적

메시지는 공감적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결국, 그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 이르게 하여 결론적으

로 균형 잡힌 태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서 지리 학습에 대한 수업 내용과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구성할 필요가 존재한다.

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다양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에 대한 해소를 위

하여 자연환경과 관련된 인지적 편견에서는 자연환경의 다양성에 대해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어져야 한

다.

➁ 인문환경 요소 중 지역민들의 사회·경제와 관련된 감정적 편견에서는

인지적 내용보다 아프리카 지역민의 입장에서 현재 아프리카인들의 역동

적인 모습에 대해서 공감하고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으로

활동 등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➂ 아프리카 자연환경에서 편견을 형성하는 열대우림기후와 사막에 대한

자료와 내용 서술 등의 교과서 지면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막과 열

대우림기후적인 특징을 담은 사진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기후, 지형

적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시각적 자료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➃ 아프리카 지역의 인문적 환경에서 편견을 형성하는 기아, 빈곤, 높은

문맹률, 국제 원조 등의 시각적 자료인 사진과 그래프 등의 교과서 지면

구성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인 동정심과 무능함을 유발하

는 시각적인 자료만을 제시하기보다 아프리카인들의 현재의 역동적이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의 시각 자료의 제시가 함께 필수적이다.

셋째, 학생들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의 형성 원인은

학생들이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스스로 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수업 자료와 수업 내용을 토대로도 편견이 형성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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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Osunde et al.(1996)와 Ukpokode(1996)에 의하면 사회과 교사들

역시도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은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토대로 학생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편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도록 교사들은 염두 해야만 하며, 특히 아

프리카의 지역민과 관련된 인문 환경적 편견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지역민의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인 만큼, 이러한

가장 최신의 정보들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재교

육이 교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교사들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뿐만이 아니라 아프리

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더불어 인식에 대한

전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인식 역시도 전

환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이동민, 2014). 따라서 지

리교사들도 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로 규정되는 변하지 않는 공간이

기보다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개방적이고 다각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실험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기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

견적 태도를 설득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균형 잡힌 태도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Allport(1954)에 의하면, 편견에 의해서 형성된 태도는 인

간이 자신의 태도나 신념을 보호하려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미나(2008)에 의하면 개인의 통제범주를 벗어나 끊임없이 사회가 편견을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대해서 실험 직후

측정할 뿐만이 아니라 1시간 후, 1주일 후 혹은 1개월 후와 같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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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장기적으로 측정한다면, 설득메시지의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통해서 파악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일시적인 태도변화뿐만이 아니

라 근본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설득메시지가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편견적 태도의 구조적 속성의 설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견적 태도의 형성 원인을 인지적 구조와 감정적 구조 두 가지로 정의

하였다. 하지만 실험 1의 결과에서는 인지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성

적 메시지와 정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적 메시지 모두에서 유의

미하게 교과서 텍스트 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감성과 이

성적 메시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인지와 감

정적 구조 모두에 자연환경적인 편견적 태도가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Lee and Ryu(2013)가 지역에 대한 접근방식은 인지

적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으로 접근

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인지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성적 메시지와

정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적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독립변수로

정서적 영향+인지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설득적

메시지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

된 편견적 태도에 대한 구조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에 대한 태도’의 하위항목에 대한 한계이다. 지역에 대한 태

도의 하위항목은 선행연구인 이동민(2014)의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호기심’, ‘상대주의적 태도’, ‘우호의 태도’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지리교육

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할 세계시민성 요소들을 참조하여서 선

정한 항목으로 교육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 3가지 하위 항목

만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라는 개념 전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존재한다. 지역에 대한 태도를 규정한 선행논문이

적은만큼, 지역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규정짓는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존재한다.

넷째, 새로운 통제집단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텍스트 구

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통제집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편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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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선정하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이는 교과서 텍스트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한 것일 뿐,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함양되어있는 균형 잡힌 태도 혹은 편견적이고 왜곡된 태도를 측정

이 또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떠한 텍스트도 메시지도 제시하지 않고

오롯이 실험참여자들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새로운 통

제집단을 포함시키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어떠한 메시지도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통제집단을 제시했을 경우, 분석 결과 단계에서 각 메시지

에 의한 태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통

하여 각 설득메시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된다.

다섯째, 본 실험 2에서는 아프리카 인문환경에 관련하여 아프리카 지

역민에 대한 편견 중 동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적 편견에 이성적 메시지

보다 감성적 메시지가 태도 변화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렇지만 인문

환경에 관련된 편견은 정서에 기반한 편견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편견 또

한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인문환경에 대한 인지적 편견에 대

해서는 어떤 설득메시지 유형이 태도변화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분석한다

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다양한 편견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지역에 대한 지식과 안목이 학생들의 생활에서 더욱 비중 있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 교과 중 세계지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

가하고 있다(이태주․김다원, 2010; 이전, 2011). 그러한 상황에서 편견

해소와 관련한 설득적 메시지와 지역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에 관련한

후속 연구들이 아프리카 지역뿐만이 아니라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한 일

반화로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어서 해로운 시

각을 조장하는 통념의 영속성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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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 설문

< 설 문 지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예지입니다.

이 설문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설문지는 표지를 포함해 총 8면이며,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시험이 아니니 부담 없이 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설문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 ‘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의 글을 읽고 설문 문항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시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마시고, 오직 본인 생각대로 설문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차후 고등학교 지리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한예지

( 전화 : , e-mail : )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103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해당란과 번호에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남 □ 여 □

2. 고등학교 수업 때 세계지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당신은 아프리카를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있다면 어느 국가? ) 아니오 □

4.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① 교과서 ② 뉴스(신문, 방송 뉴스) ③ 아프리카 후원 광고

④ 비뉴스 방송 프로그램(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등) ⑤기타( )

5.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6.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2개 이상 적어주세요.

(      )

※ 두 번째 장의 문항에 대한 체크를 다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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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 3.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부록 2. 사전 동질성 검사(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 다음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하는

지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사진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혀 아니다’를, 매우 일치한다면 ‘매우 그렇다’로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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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5.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6.�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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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 � 1.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 3.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 다음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하는

지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사진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혀 아니다’를, 매우 일치한다면 ‘매우 그렇다’로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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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5.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6.�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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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실험 1 자연환경 텍스트 실험의 교과서 텍스트

※ 다음의�글을�읽어주세요.

다음은�아프리카�지역의�자연환경에�대해�설명하는�글입니다.

12)� 아랍어로� ‘가장자리’라는�뜻으로,� 사하라�사막�남쪽의�건조�및�반건조� 지역

� 북부�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은� 건조� 기후� 지역에� 속합니다.� 건조� 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건조� 기후는� 크게� 사막� 기후와� 스텝� 기후로� 구분이�

됩니다.� 사막� 기후� 지역에� 속하는� 곳에서는� 대규모� 사막이� 발달하는데,�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는�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막� 기후� 지역� 주변으로는�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데,� 비가� 내리는�

시기에� 짧은� 풀이� 자라서� 초원� 지대가� 분포합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부� 아프리카는� 거대한� 사막으로�

이루어졌다고�알고�있지만,� 이� 지역의�지형은�사막�이외에도�산지와�초원으로�다양합니다.

� 이러한� 북부� 아프리카의� 건조한� 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며� 일교차가� 커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기후입니다.� 하지만� 북부� 아프리카의� 주민들은� 거주에� 불리한�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독특한� 생활� �

양식을�발전시켜�왔습니다.� �

�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터전으로� 일찍부터� 여러�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열대� 기후부터� 사막�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 환경이� 나타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케냐와� 탄자니아� 나라에는� 아프리카� 야생� 동물의� 대표� 서식지인�

세렝게티� 국립� 공원이� 위치해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열대�

기후인� 사바나�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야생� 동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초식� 동물들은� 먹을� 풀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대� 기후�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모기가�전염시키는�말라리아�발병자가�많습니다.�

�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쟁점은� 사막화의� 진행입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

지대12)에서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막화는�
사막� 주변과� 초원� 지역의� 풀과� 나무가� 사라져� 토양이� 황폐화되어�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사막화로� 인해� 식량과� 용수가� 부족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자신의� 고향에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지역,� 국가로�

이주하는� 난민이� 발생합니다.� 또한� 난민뿐만이� 아니라� 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수자원� 확보를�

두고� 인접� 국가나� 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부�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물과�목초지를�둘러싼�부족�간의�갈등으로�시작된�다르푸르�분쟁이�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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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실험 1 자연환경 텍스트 실험의 이성적 메시지

※ 다음의�글을�읽어주세요.
다음은�아프리카�에티오피아�수도인�아디스아바바에�사는�주민이�쓴�한국인의�아프리카�지역의�

자연환경에�대해�가지고�있는�부정적인�편견의�전환의�필요성에�대해�설득하는�글입니다.

                                           ※ 

� 한국인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한국인의� 아프리카�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 따르면,�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열대우림� 기후이기� 때문에� 질병과� 독충이� 가득한� 곳이기에� 사람이� 살기� 부적합하다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글과� 동물이� 지배하고�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뭄과� 기근,� 황량한� 원시적인�

지역이라는�부정적인�인식이�한국인들�사이에�고착돼있다고�합니다.�

� 아프리카�지역의�자연환경에�대한� 인식을�조사한�조성욱�교수의�연구는�아프리카�지역의�열대�우림�

기후가� 한국인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프리카� 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세계� 육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지역의�다양한�자연� 조건에�대한� 이해의� 기회조차�박탈하는�악순환을� 지속시킨다고�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연구들은� 아프리카� 자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필요가�있음을�주장합니다.�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쾨펜의� 기후� 구분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북부는� 대체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건조� 기후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열대� 기후로� 정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가�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고원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는� 1년� 내내� 봄,� 가을� 기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저� 열대� 기후로� 취급을� 받으며,� 또한�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습한� 모로코� 역시도�

건조� 기후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한�

김다원·한건수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기후�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자연환경� 중� 지형은� 유독� 한국인들에게� 사막,� 초원으로� 이미지화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막과� 야생동물이� 사는� 초원�

이외에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아� 정상이� 만년설로� 덮힌�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과� 화산�

지형이� 탄자니아와� 케냐� 등에서� 발달해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흐르며,� 특이하게도� 바다와� 만나지� 않고� 벌판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아프리카� 남쪽에서는� 현생�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할� 정도로� 자연적인� 역동성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그동안�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프리카�

자연환경의� 다양한�매력들이�가려져왔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자연환경에�대한�편견을�멈추고,� 한국�

사람들이�아프리카�지역에�대해�올바르게�바라볼�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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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실험 1 자연환경 텍스트 실험의 감성적 메시지

※ 다음의�글을�읽어주세요.
다음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사는� 애런이� 쓴� 한국인의� 아프리카� 지역

의�자연환경에�대해�가지고�있는�부정적인�편견의�전환의�필요성에�대해�설득하는�글입니다.�

� 저는�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런이라고� 해요.� 저는� 아프리카� 먼�

곳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알고�있어요.�

�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열대우림기후라고� 오해하여,� 질병과� 독충이� 가득한�

곳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며�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정글과� 동물이�

지배하거나,� 그저�사막이�펼쳐진�원시적인�지역으로�바라보고�있는�것을�많이�느꼈어요.� �

�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저희�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시는� 브루노� 선생님만� 해도�

유학시절에�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너무� 덥겠다”라며� 안쓰럽게� 쳐다보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브루노� 선생님은� 한국� 사람들이� 북부아프리카를� 사하라� 사막이� 펼쳐진� 단순한�

건조� 기후로� 생각하며,� 사하라� 사막� 아래� 지역은� 그저� 열대� 기후로만� 인식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고�

합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는� 겨울에� 선생님이�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건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습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북부� 아프리카에� 있다고� 당연하게� 건조기후로�

생각하는�것에�선생님은�당혹스러우셨다고�하네요.�

�게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일� 년� 내내� 한국의� 봄,� 가을� 날씨라고� 말해주면,�

“아프리카는� 더운� 기후인데� 봄과� 가을이� 어떻게� 있냐”며� 한국� 사람들은� 브루노�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애당초�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는� 어딜� 가나� 더울텐데,� 에티오피아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라고� 단정� 지으며,�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브루노�선생님은�한국�사람들의�그런�모습이�답답하기도�하고�착잡하기도�했다고�하시더군요.�

� 또한�제� 고등학교� 선배인� 아키나�누나� 역시� 한국을�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정글이나�초원�아니면�사막으로만�이루어져�있다고�생각하여�당황스러운�경험을�했다고�해요.� 한번은�

아키누나가�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에� 가서� 만년설로� 덮힌� 정상과� 분화구를� 본�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친구가� “거짓말� 하지마”라며� 아프리카에� 만년설과� 화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대요.� 아프리카에�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다는� 사실도,� 특이하게도� 바다와�

만나지� 않고� 벌판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삼각주가� 형성된다는� 사실도� 한국�

사람들은�무척�놀라워하거나�믿지�않았다고�해요.� 뿐만�아니라�누나가�현생�인류의�출현�장소를�보기�

위해�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면,� “사막� 아니면� 정글뿐인� 그런� 곳에서�

인류가�출현했어?”라고�의심스러워하는�표정으로�되물어�보는�사람들이�많았다고�해요.�

�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즉� 열대우림� 기후이거나� 사막만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어� 살기� 열악한� 곳이라는� 오해� 때문에�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다양한� 매력들이� 가려져�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프리카� 자연환경에�대한� 편견을� 멈추고,�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올바르게�바라보아주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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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실험 2 인문환경 텍스트 실험의 교과서 텍스트

※ 다음의�글을�읽어주세요.
다음은�아프리카�지역의�아프리카인(아프리카의�사회와�경제)에�대해�설명하는�글입니다.

※ 글을 다 읽었으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 전� 세계의� 빈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 인구�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삶의� 질을� 보여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빈곤� 인구� 비율,�

영유아� 사망률,� 교육� 수준� 등의� 지표는� 세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15년� 기준으로� 1500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7년�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의� 대기근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콩고� 민주�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등� 일부� 국가는� 인구의� 75%� 이상이�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대� 수명은� 59세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빈곤으로� 인해�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수면병� 등� 여러�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데� 비해� 보건� 수준이�

낮기�때문입니다.�

�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플렌테이션� 농장의� 비율이� 높아� 식량� 수입량이� 매우�

많으며,� 수입한� 비싼� 식량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불리한� 기후와� 지형,� 계속되는� 분쟁,� 정치적� 불안,�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경제� 성장이�

미약한�상황입니다.�

�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연합(AU)은� 아프리카인의� 권리� 신장� 및� 생활� 수준� 향상,� 과학�

기술의� 공동� 연구,�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도� 지속적인� 원조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 해결과� 질병� 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국제�원조에는�중고�의류�사업,� 현금� 지급�사업,� 모기장�보급�사업�등이� 있습니다.�

우선,� 중고� 의류� 사업의� 경우� 케냐와� 우간다� 사람들의� 80%� 가량이� 중고� 의류를� 수입해� 입는데,�

동아프리카공동체가� 이러한� 중고� 의류� 수입이� 제조업� 발달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2019년까지�

중고� 의류� 및� 신발의� 수입을� 금지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금� 지급� 사업은� 미국의� 한� 비정부�

기구가� 아프리카의� 매우� 가난한� 주민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여� 빈곤을� 종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일부�사람들은�현금�지급�방식이�사람들을�게으르게�할� 뿐이라고�지적합니다.� 그리고�모기장�

보급� 사업은� 위생�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의� 저소득층을� 위해�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보급하여�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기장을� 저렴하게� 기부하는� 바람에� 아프리카�

현지의�모기장�공장이�문을�닫는�경우가�발생하기도�합니다.�

�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넓은�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 및� 인적� 자원이� 있으므로� 의무�

교육� 확대,� 기반� 시설� 확충,� 정치� 및� 사회적� 환경� 개선� 등�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5%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도�

세계�평균�경제�성장률을�넘어서며�꾸준히�성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

� 또한�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나라가� 있는데,� 케냐입니다.� 케냐에서는�

2007년부터� ‘엠페사’라는� 은행� 지점이� 없는�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선� 통신망� 설비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빈곤층� 사람들은� 휴대� 전화로� 구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같은� ‘실리콘사바나’를�조성해�세계�정보� 기술�업체들을�유치할�예정입니다.� �



- 112 -

부록 4-2. 실험 2 인문환경 텍스트 실험의 이성적 메시지

※ 다음의�글을�읽어주세요.
다음은� 아프리카�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에� 사는� 주민이� 쓴� 한국인의� 아프리카� 지역의� 아프리카

인(아프리카의�사회와�경제)에�대해�가지고�있는�부정적인�편견의�전환의�필요성에�대해�설득

하는�글입니다.

� � 한국인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관련된� 송명주�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불쌍해하고,� 동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춘식·채영길·정낙원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아프리카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프리카인들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기력하며,� 노력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존재라는�부정적인�감정이�한국인들�사이에�고착돼있다고�합니다.�

� � 김민성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인� 빈곤만으로� 아프리카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방식이� 한국인의�

아프리카� 지역의�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발전� 가능성의�

선두주자인� 아프리카� 지역과� 전� 세계� 인구의� 15%인� 10억� 명의� 아프리카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그렇기에� 많은� 연구들은�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필요성이�존재한다고�주장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아프리카의� 부정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현재� 아프리카인의� 상태�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16년� WHO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기대수명은� 60세� 전후이며,� 인구� 층에서는�

청년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아프리카는� 젊은� 대륙으로� 묘사됩니다.� 과거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젊은� 세대는� 불평만� 늘어놓고,� 나태하며� 게으르고� 변화에�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하마세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젊은� 층은� 기존의� 세대와는� 다르게� 아프리카를� 변모시킬�

주역들로� ‘치타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카콜라가� 실시한� 조사에�의하면,� 현재의� 아프리카의� 젊은�세대들은�세계� 다른�

지역의�젊은�사람들보다�미래를�더�긍정적으로�보는�가치관을�가지고�있다고�합니다.�

� 더불어서� 높아진� 아프리카의� 교육� 진학률과� 낮아진� 문맹률로� 젊은�층들의�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과�목표�

달성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90%� 이상이며,� 중등학교�

진학률도� 50%에�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체�문맹률은� 2010년�성인의�기준으로� 33%,� 청소년의� 경우�

2018년� 기준� 30%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1달러(약�

1300원)이하로� 소비하는� 빈곤층이� 1990년� 56%에서� 2018년� 기준� 35%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젊은� 층들의� 교육� 등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볼�수�있습니다.�

� 그리고� 김춘식·채영길·정낙원의� 연구에� 의하면� 원조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며�
발전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넥스트� 아프리카’라는� 책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이� 유럽과�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될� 당시에� 이미� 케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최근� 케냐에서는� IT를� 공부하고,� IT청년� 창업에도� 지원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미국,� 프랑스� 등으로� 유학을� 간� 학생� 수는� 2017년� 기준으로� 26만� 명� 이상이며,� 그� 중�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 내에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 이렇게� 아프리카인들의� 급변하는� 상황과� 다양한� 노력이� 그동안� 한국인의� 부정적인� 편견에� 의해서�

무시돼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를� 짊어질�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나약하고� 무능한� 편견을� 멈추고,�

아프리카인에�대한�부정적인�편견을�전환해야할�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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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3. 실험 2 인문환경 텍스트 실험의 감성적 메시지

※ 다음의�글을�읽어주세요.
다음은� 아프리카�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에� 사는� 카마쇼가� 쓴� 아프리카� 지역의� 아프리카인(아프

리카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글입니다.�

� 저는�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카마쇼라고� 해요.� 저는� 아프리카� 먼� 곳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저희�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시는� 가브리엘� 선생님만� 해도� 유학시절에�

한국인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은� 불쌍해”라며� 안쓰럽게� 쳐다보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한� “아프리카인들은� 선진국의� 원조에만� 기대어� 무기력하게� 살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라며� 경제적으로�빈곤하다는�이유로� 우리를�나쁘게만�보는�모습을�경험했다고�하십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뿌듯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 때� 선생님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알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가슴�

아팠다고�하셨어요.�

� 물론� 과거의� 소위� ‘하마세대’는�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요즘의�

‘치타세대’들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보는�가치관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사람들이�우리를�보는�시각은�변한�것이� 없이�

그저�동정과�무시의�대상이에요.�

� 또한�제�고등학교�선배인�코키�누나는�대부분의�아프리카�학생들이�교육을�받지�못하며�글자를�모르는�

것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코키� 누나는� 한국에서� 케냐로�

해외봉사를� 온� 한국인� 봉사자에게� “아프리카인들은� 국제� 원조를� 당연시� 여기기에� 아프리카인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배움을� 위해� 학교에� 더�

진학하고,� 문맹률도� 낮아진�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그렇지� 못한� 아이들만을� 보고� 가엽게�

여기는� 모습을� 보았대요.� 우리들도� 우리의� 꿈과� 더� 나은�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배우기� 위해�

학교에�다녔고,� 그�노력으로�과거보다�잘�사는�중산층의�비중이�늘어났는데도�말이에요.

� 코키� 누나는�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그저� 국제� 원조� 사업의� 일부로만� 취급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비참한�

기분까지�들었다고�해요.�

�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컴퓨터�과목을� 가르치시는�에디� 선생님의� 경우�케냐에서� IT� 기술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IT공부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IT청년� 창업에�도전하도록�도와주시기도� 하셨어요.�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모바일� 뱅킹이�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인데도,� 아프리카가� 그저� 발전이� 더디고�

아프리카�사람들이�스스로�노력하지�않는다고�여겨지는�것이�에디�선생님은�속상하셨다고�하셨어요.�

� 이렇게� 아프리카의� 급변하는� 상황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그동안� 한국인들의� 편견에�

의해서� 무시돼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저�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편견을� 멈추고,�

현재의�우리의�모습을�제대로�바라봐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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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5-1. 실험 1 설문 문항(교과서 텍스트)

※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의�글을�읽으면서�들었던�생각에�대해서�자유롭게�빈�칸에�최소� 2개�이상�적어주세요.

2.� 아래�문항을�읽고,� 자신이�생각하는�부분에�√ 표시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1.� 아프리카� 지역에� 사막� 지형� 이외에� 어떠한� 자연환경(산맥,� 호수,� 평원� 등)이� 있는지� 알아보

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 2.� 뜨거운� 열대� 기후� 이외에� 다른� 기후(고산�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곳에서�나타나는지�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3.� 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가옥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기

후를�통해서�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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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날�아프리카�사람들이� 건조한�환경�혹은�열대�우림� 기후에서�어떻게�농사를�짓는지�알

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5.� 아프리카에�대해� 조사할�때,� 왜곡되거나� 부정확한�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

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6.� 우리가�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실제� 아프리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것들도�많을�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7.� 아프리카� 지역의� 위치,� 기후와� 지형� 등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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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프리카에� 대한� 보다�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이

나�문화,� 전통�등을�더욱�자세히�알아볼�필요성이�존재한다.�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9.� 아프리카�지역은�지리적으로�먼�나라이지만�우리와�통하는�부분도�적지�않을�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0.� 아프리카�사람들과�사이좋게�지내는�것은�우리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1.� 아프리카�지역에서�온�친구가�생기면�사이좋게�지내기�위해�노력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2.� 아프리카는�우리나라와�서로�돕고�협력할�수�있는�점이�많다고�생각한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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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2. 실험 1 설문 문항(이성적·감성적 메시지)

※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의�글을�읽으면서�들었던�생각에�대해서�자유롭게�빈�칸에�최소� 2개�이상�적어주세요.

2.�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연환

경에�대한�올바른�인식의�전환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이성적�메시지일�때)/애런(감성적�메시

지일�때)의�메시지의�주장에�동의하나요?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3.� 아래�문항을�읽고,� 자신이�생각하는�부분에�√ 표시해�주세요.�

� 1.� 아프리카� 지역에�사막� 지형� 이외에�어떠한�자연환경(산맥,� 호수,� 평원�등)이� 있는지�알아보

고�싶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 2.� 뜨거운� 열대� 기후� 이외에� 다른� 기후(고산�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곳에서�나타나는지�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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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가옥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기

후를�통해서�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4.� 오늘날�아프리카�사람들이� 건조한�환경�혹은�열대�우림� 기후에서�어떻게�농사를�짓는지�알

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5.� 아프리카에�대해� 조사할�때,� 왜곡되거나� 부정확한�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

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6.� 우리가�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실제� 아프리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것들도�많을�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7.� 아프리카� 지역의� 위치,� 기후와� 지형� 등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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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프리카에� 대한� 보다�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환경이

나�문화,� 전통�등을�더욱�자세히�알아볼�필요성이�존재한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9.� 아프리카�지역은�지리적으로�먼�나라이지만�우리와�통하는�부분도�적지�않을�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0.� 아프리카�사람들과�사이좋게�지내는�것은�우리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1.� 아프리카�지역에서�온�친구가�생기면�사이좋게�지내기�위해�노력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2.� 아프리카는�우리나라와�서로�돕고�협력할�수�있는�점이�많다고�생각한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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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1. 실험 2 설문 문항(교과서 텍스트)

※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의�글을�읽으면서�들었던�생각에�대해서�자유롭게�빈�칸에�최소� 2개�이상�적어주세요.

2.� 아래�문항을�읽고,� 자신이�생각하는�부분에�√ 표시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아프리카�사람들이�즐겨먹는�요리에는�어떤�것들이�있는�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2.�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금융서비스(모바일� 뱅킹)이외에도� 어떤� 기술을� 발

전시키고�노력했는지�알아보고�싶다.� �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3.�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방문하여�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에�대해�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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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프리카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 배우고�

있는�교육,� 가치관,� 꿈들에�대해서�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5.� 아프리카� 지역에�대해� 조사할�때,� 왜곡되거나�부정확한� 정보를�가려내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6.� 우리가�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실제� 아프리카� 지역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

하지�못한�것들도�많을�것이다.�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7.� 아프리카� 지역과�아프리카�사람들에�대한�경제,� 사회�등의�특징에�대한� 이해는�아프리카의�

문화와�역사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8.�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사회나�문화,� 전통�등을� 더욱�자세히�알아볼�필요성이�존재한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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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프리카�지역은�지리적으로�먼�나라이지만�우리와�통하는�부분도�적지�않을�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0.� 아프리카�사람들과�사이좋게�지내는�것은�우리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1.� 아프리카�지역에서�온�친구가�생기면�사이좋게�지내기�위해�노력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2.� 아프리카는�우리나라와�서로�돕고�협력할�수�있는�점이�많다고�생각한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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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2. 실험 2 설문 문항(이성적·감성적 메시지)

※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의�글을�읽으면서�들었던�생각에�대해서�자유롭게�빈�칸에�최소� 2개�이상�적어주세요.

2.� � 아프리카� 지역의� 아프리카인(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

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아프리카인(아프리카� 사회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이성적� 메시지일� 때)/카마쇼(감성적� 메시지일� 때)� 메시지의� 주장에� 동의

하나요?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3.� 아래�문항을�읽고,� 자신이�생각하는�부분에�√ 표시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아프리카�사람들이�즐겨먹는�요리에는�어떤�것들이�있는�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2.�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금융서비스(모바일� 뱅킹)이외에도� 어떤� 기술을� 발

전시키고�노력했는지�알아보고�싶다.� �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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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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방문하여�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에�대해�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4.�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프리카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 배우고�

있는�교육,� 가치관,� 꿈들에�대해서�알아보고�싶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5.� 아프리카� 지역에�대해� 조사할�때,� 왜곡되거나�부정확한� 정보를�가려내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6.� 우리가�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실제� 아프리카� 지역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

하지�못한�것들도�많을�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7.� 아프리카� 지역과�아프리카�사람들에�대한�경제,� 사회�등의�특징에�대한� 이해는�아프리카의�

문화와�역사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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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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사회나�문화,� 전통�등을� 더욱�자세히�알아볼�필요성이�존재한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9.� 아프리카�지역은�지리적으로�먼�나라이지만�우리와�통하는�부분도�적지�않을�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0.� 아프리카�사람들과�사이좋게�지내는�것은�우리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1.� 아프리카�지역에서�온�친구가�생기면�사이좋게�지내기�위해�노력할�것이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12.� 아프리카는�우리나라와�서로�돕고�협력할�수�있는�점이�많다고�생각한다.�

� � � � � � �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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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the growth of multimedia, the range of world regions that stu-

dents can access indirectly has been expanded, and information on diverse 

world regions recognized has also increased. Therefore, students form im-

ages, knowledge, and feelings about specific world regions through contents 

and data presented in textbooks and multimedia. Moreover, based on the im-

ages and feelings of a specific region that they have through the me-

dia-mediated experiences presented in this way, students even form an atti-

tude toward the region. As such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gions are in-

directly constructed through mediated experiences, the attitude toward these 

specific regions may be distorted or biased in the process of unilateral inter-

pretation through the students’ perspective. The distortions or biases toward 

these regions disrupt the formation of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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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Africa is the region that suffers from the 

distortion and prejudice in various world regions. These stereotypes and prej-

udices do not cultivate a correct attitude, but make it biased and distor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minimize prejudice against the African region 

and cultivate a balanced perception and attitude. In shor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alize 'cultivation of a balanced attitude toward the reg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a persuasive message, 

which argues a necessity to overcome the prejudice against the African re-

gion in order to cultivate a balanced attitude. More specifically, the preju-

dice toward the African region is largely divided into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human environmen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type of persuasive message to each prejudice has a positive impact on 

cultivating a balanced attitude toward the African region. 

  Because prejudice against African physical environment is generally based 

on cognition, the present research set a hypothesis that rational message 

based on cognition would be more effective in persuading and cultivating 

attitudes toward regions than emotional message(Hypothesis 1). It is also ex-

pected to contribute to the cultivation of attitudes rather than the textbook 

text describing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frica. In addition, it is ex-

pected that it would help to form attitude rather than textbook article de-

scribing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frica. In addition, for prejudice based 

on negative feelings toward local people of Africa, which is, an African hu-

man environment, it is hypothesized that emotional message revealing to 

emotions would be more effective in fostering attitudes toward the region 

than rational message(hypothesis 2).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would con-

tribute to attitude cultivation rather than textbook text describing the human 

environment in Africa.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 in Gyeonggi-do, do not have experience is studying world ge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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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y, and have not visited Africa. In experiment 1, two types of persuasive 

messages were produced to ask the necessity of converting the cognitive 

biases that Koreans generally have about the physical environment in Africa. 

Specifically, The present research produces rational message consisted of 

facts and information abou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frica and emo-

tional message that leds to the extraction of emotional experiences related to 

the physical environment. In addition textbook article is constructed based 

on the contents of world geography textbooks related to the African physical 

environment, and participants are randomly assigned to these different types 

of the article. And after reading the article, students response a survey to 

measure a balanced attitude toward the physical environment in Africa. As a 

result in experiment 1,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a-

tional message and textbook articl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

tween rational message and emotional message. This can be seen not only 

as rational message but also emotional message are more effective in foster-

ing a balanced attitude toward the physical environment in Africa than text-

book article. 

  In experiment 2, two types of persuasive messages are produced to ask 

the necessity of resolving negative emotional prejudice against the local resi-

dents of Africa among the human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present re-

search produce a rational message consisted of fact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local residents and an emotional message that can directly influence 

on students' emotions and feelings toward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extbook article is constructed based on the socio-economic contents of 

world geography textbooks related to the local residents of Africa, and par-

ticipants are randomly assigned to these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article. 

And after reading the article, students response a survey to measure a bal-

anced attitude toward the local residents. As a result in experiment 2,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motional message and textbook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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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motional message and ra-

tional message. This experimentally verified that since the attitude toward 

the African community is based on emotion rather than cognition, emotional 

message with resolving negative emotions is more effective in cultivating 

balanced attitudes than rational message doe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First of all, 

the underlying cause of prejudice in a African region can be found in rec-

ognition by generalizing Africa on a single scale called a 'continent'. Thus, 

the present research can suggest a need for a multiscalar approach to access 

diversity rather than approaching the region from a single scale on a 

continent. Furthermore as two types of persuasion messages have a potential 

to overcome prejudiced attitudes rather than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re-

structure the contents and data of current world geography textbooks based 

on the two types of persuasion messages. Therefor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ble to overcome negative views on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suf-

fering from generalization by prejudice and stereotypes, and contribute to 

further cultivating a balanced attitude toward the world region.

keywords : Persuasive message, Rational message, Emotional message, 
Balanced attitudes toward region of Africa, Cognitive and emotional 
prejudice toward africa
Student Number : 2018-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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