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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등학생을 상으로 인종에 한 명시 암묵 태도가 학년에 따라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발달 에서 살펴보고, 탈 편견 메시지를 담은 다문화교육 로

그램이 등학생들의 인종에 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 등학교 일학년(6

세) 117명과 사학년(10세) 117명을 상으로 명시 태도검사, 명시 선호도검사와 암묵

연합검사(IAT)를 사용하여, 각 인종(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한 내집단선호/외집단 편

견 태도를 살펴보았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결과,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 수 에서는 내집단 선호가 감소하고 외집단선호가 증가하는 반면, 암묵 수 에서

는 오히려 흑인에 한 편견 태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탈 편견 다문

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등학교 일학년과

사학년생 모두 명시 태도검사에서 흑인에 한 호감도가 증가하 다. 그러나 명시 선호

도검사와 IAT에서는 탈 편견 인 방향으로 태도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

을 이론 실제 인 측면에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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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수가 증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명 2명꼴로 외모 차이로 인해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조 달, 2006).

등학생 시기에는 인종이 아동들의 사회

상호작용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Williams &

Morland, 1976), 이 시기의 왕따 경험은 일생에

걸쳐 개인의 성격 인 계에 심각한 향

을 지속 으로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들을 한 교육 지원 책을 극 으

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실험

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성과 집단 간 상호이해를

강조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아들들의 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수집단 아동들로 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자 문화

에 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

용하며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다문화 사회의 응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

회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비단 이주자나 다문

화가정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가 직면한 과제로

서 상호 수용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Berry, 2001).

본 연구는 한국의 등학생을 상으로 인

종에 한 명시 암묵 태도의 형성

발달과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등학

생을 상으로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

램을 실시하여 인종에 한 태도변화에 어떠

한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인종에 한 태도발달이론

태도는 두 수 에서 존재할 수 있다. 명시

태도는 의식 이고 쉽게 보고할 수 있는

반면, 암묵 태도는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

고 의식 인 자각으로부터 감춰져 있어서 통

제가 어려운 강력한 태도이다(Aronson, Wilson,

& Akert, 2005).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는

행동 수 (Dovidio, Kawakami, & Gaertner,

2002)에서 뿐만 아니라, 신경계 수 에서 구

분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Phelps 등, 2000; Cunningham 등, 2004).

인종에 한 태도에 한 연구는 Clark과

Clark의 인형 연구를 시작으로, 그림, 사진을

가지고 아동들의 내집단과 외집단 선호도를

측정함으로써 인종에 한 태도를 연구하 다

(Banaji, Baron, Dunham, & Olson, 2007). 그 후

Aboud(1988)는 아동들의 인종에 한 태도, 고

정 념과 편견을 이해하려면 성인과 달리 학

년에 따른 아동의 정서, 인지와 사회 기능

수 을 이해해야 된다면서 발달 을 강

조하 다. 최근에는 인종에 한 태도를 사회

와 인지발달 인 변화의 결과로 보는 사회

인지 근방법(Aboud, 1988)과, 사회정체성

이론(Tajfel과 Turner, 1979) 자기범주화이론

(Turner, Hogg, Oakes, Reicher과 Wetherell, 1987)

을 통합한 근 방법이 가장 지배 이다.

사회인지 이론(Aboud, 1988)에 따르면, 인

종에 한 사회화 과정에 아동의 인지 기능이

발달 단계마다 질 으로 다른 향을 다고

보았다. 사회 인지 근이론에서는 아동이

자기 심성을 탈피하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것

으로 보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편견이 “불

가피하지만 지속 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다. 피아제와 Weil(1951)은 편견 발달의 3단계

를 주장하 는데, 첫 단계인 4-7세에는 아동이

자기 심 이어서 인종이나 국가의 집단의 존

재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 집단에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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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형태의 선호는 개인 인 고려에 기반을

둔다고 한다. 두 번째는 7-10세에 해당되는

단계로 자신을 탈 심화할 수 있으나 “사회

심 ”으로 되어서 내집단에 우호주의와 외

집단 편견을 보인다. 세 번째 단계인 10-15세

에는 인종에 한 탈 심화가 증가하고 정보

를 통합하게 되어, 좀 더 실 으로 인종과

문화집단을 인식하면서 내집단 차이와 집단

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고 보았

다.

Aboud(1988)는 피아제보다 좀 더 복잡한 모

델을 제시하 다. 그녀는 인종에 한 태도가

아동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방식에 향을 주

는 과정과 아동의 이 자신으로부터 타인

으로 이동하는 두 가지 과정이 복되는 발달

순서의 산물로 보았다. 그녀는 인종 인 선호

와 편견은 문화 으로 우세한 집단의 아동인

경우에 4세부터 나타나서 5-7세에 가장 정

을 이루다가, 9세가 지나면서 차 조작 사

고의 획득과 다른 사람들에 한 심이 생기

면서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편견이 감소한다

고 보았다. 사회 인지 근이론은 몇몇 연구

결과에서 확증되었다(Doyle & Aboud,1995).

사회정체성이론을 주장하는 연구가들은 인

종에 한 선호란 4세부터 발달해서 인종에

한 자각과 함께 증가하며 특정 집단에 속한

결과로 본다. 반면에, 편견이란 자존감을 증진

하기 해서 자기집단을 정 으로 평가하고

다른 집단을 부정 으로 평가하려는 동기와

연 된다고 본다(Nesdale, 2000). 사회인지

근과는 반 로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편견과

내집단 선호가 발달과 함께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집단 선호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

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Aboud(1988)의 주장

과는 달리 7-12세 사이의 아동들은 내집단 선

호가 어들지 않고 실제로 증가했다고 보고

하 다. 사회 정체성이론을 주장하는 연구가

들은 7세 후 다수집단 아동들이 내집단 선호

가 감소하는 것은 측정평가가 직 이어서

사회 바람직성 효과를 피하지 못한 것과 연

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덜 직 인

차를 사용한 연구결과, 편견은 학년 증가에

따라 감소하지 않았으며 보존을 이해하는 아

동들에게서도 역시 내집단에 해 선호가 지

속되는 것이 찰되었다(Vaughan, 1987).

인종에 한 태도 발달에 한 분야에서는

정의나 측정방법 뿐만 아니라, 이론 으로 일

성 있는 일치가 아직 이 지지 않은 상태이

다. 재로서는 사회인지이론과 사회정체성이

론에서 모두 일치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에 해서 Lo Coco, Inguglia와 Pace(2005)는

사회인지이론이 인지발달과 인종태도의 발달

간에 계를 연구하는데 이론 이고 방법론

으로 유용한 반면에, 사회정체성이론은 인종

태도와 련하여 집단 간 역동을 밝히는데 도

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종에 한 암묵 태도발달이론

인지발달과 함께 인종에 한 정 인 태

도가 증가한다는 사회인지 이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에서 연령증가와 함께 더 많은

차별행동이 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해 태도의 암묵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는 편견 태도란 무의식 정신과정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Wegner, 2002)

와 태도 측정 시 무 직 인 질문에만 의

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Banaji,

Baron, Dunham와 Olson, 2007).

암묵 인 태도발달에 한 이론은 암묵 태

도가 서서히 습득되는 체제로 보는 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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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모델과 생애 기부터 나타나 일생에 걸쳐

그 로 지속된다고 보는 기 습득모델로 나

수 있다(Dunham, Baron, Banaji, 2008).

Baron과 Banaji(2006)는 아동용 암묵 연합검

사를 개발하여 백인아동 6세, 10세 성인에

게 실시한 결과, 6세의 어린 아동에게서도 암

묵 으로 백인을 선호하는 강한 내집단 선호

와 흑인을 비 선호하는 편견(bias)을 나타내었

으며, 자기보고식 태도에서도 같은 편견을 보

다. 10세와 성인에서도 암묵 으로 같은 정

도의 인종 편견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보고

식 인종에 한 태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덜

편견 으로 되었으며, 성인에게서는 백인과

흑인에 한 선호도가 같은 수 이었다. 즉

인종에 한 태도가 암묵 인 발달과 명시

인 발달에서 비 칭 이었으며, 명시 인 태

도는 더 평등주의 으로 되었지만 암묵

인 태도는 내집단 선호경향이 그 로 남아

있는 으로 미루어, 10세를 기 으로 암묵

인 태도와 명시 인 태도의 평균 수 이 달라

진다고 제안하 다.

Dunham, 등(2008)은 내집단 선호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다고 해

석하 다. 한 의 실험에서 다수 집단(백

인)의 3세, 6세, 10세, 성인 간에 암묵 연합

검사에서의 효과크기(D 수)가 통계 으로 동

일한 수 이었던 으로 미루어, 암묵 태도

는 발달 으로 안정된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 로, Dunham,

등(2008)은 암묵 태도가 서서히 발달해간다

는 slow learning model을 반박하 으며, 사회집

단에 한 암묵 태도는 생애 기에 나타나

서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

장하 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이른 시기에

외집단에 해서도 사회 으로 합의된 을

내재화시키며, 사회 지 나 힘과 계를 일

찍 내재화한다고 주장하 다.

암묵 태도발달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Baron과 Banaji, 2006), 다수집단인 경우 5-6세

에 이미 암묵 으로 편견 태도가 형성되고,

성인기에도 안정 인 유형을 보이며, 10세

후에는 인종에 해 명시 태도와 암묵 태

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최근에

는, 인종에 한 태도와 련된 고정 념, 편

견, 차별과 같은 여러 상을 복합 으로 이

해하기 해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보다 다양

한 기술을 이용하여 암묵 인 형태로 측정하

는 추세이다.

명시 암묵 태도의 측정방법

명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질문

지를 통해 사회 태도를 측정하며, 특히 집

단에 한 명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는 각 집단에 해 호감도, 신뢰성, 사회 거

리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에 포함시키고

싶은 정도)을 평가하는 평정척도들이 있다(김

혜숙, 2007).

명시 선호도검사는 암묵 으로 측정한 결

과들과 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척도이다.

최근에는 사회집단에 한 태도를 측정하고

자 할 때 사회 바람직성과 같은 규범 압

력이 작용하는 것을 이고 사람들이 의식

으로 자각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간

으로 측정하기 해서 암묵 인 측정방

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암묵 인 측정은

기에 화(priming)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자동 이고 암묵 인 범주화 상이나 내집

단 우호 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Greenwald, McGhee, Schwartz(1998)는 암묵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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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여 상(기억 속에 있는 개념들)의 정신

표상들 간에 자동 인 연합의 강도를 측

정하 다.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면 IAT는

통 인 명시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차별과

같은 행동을 더 잘 측해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Greenwald, Poehlman, Uhlmann과 Banaji,

2008).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램

다문화 교육이란 문화 다양성을 가치 있

는 자원으로써 지원하고 확장하려는 교육으로

다른 문화를 단순히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야말로 가장 요한 요소라는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교육부, 1999). 다문화 교육은

근 방법에 있어서 강조 에 따라 체로 문

화이해 근, 인권 근, 반차별 근으

로 분류될 수 있다(김 옥, 2002).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문화, 력, 탈 편견,

정체성 형성, 평등성, 다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 옥, 2002).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능

력, 학년,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 구성,

성, 인종, 성 지향과 같은 역에서의 편견

들을 다룰 수 있다(Hall과 Rhomberg, 1995).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다문화교육에

한 이해와 필요성, 다문화교육을 한 교사

교육과 다문화 가정 유아에 한 실태 연구와

같은 기 연구 뿐만 아니라, 유아를 상으

로 탈 편견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실제

다문화 교육활동을 실시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박지희(2002)는 탈 편견 인 주제의 도

서를 읽고 토론하는 5주간의 로그램을 실시

한 후 유아의 태도변화를 측정하 으며, 도서

활동 외에도 음악(함희주, 2003), 미술(이수경,

김정, 이주연, 2002), 요리 활동(이기숙, 이경미,

강경아, 2001), 다양한 형태의 , 소집단 활동

을 통한 다문화교육 로그램(최미숙, 김경숙,

윤 숙,2008)이 주로 유아를 상으로 시도되

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등학생을 상으로

한 탈 편견 다문화 로그램은 필요가 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그램 제작 연구

가 제 로 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명시 수 뿐 만 아

니라 암묵 수 의 태도까지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종에

한 명시 태도 뿐 만 아니라 암묵 태도

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6세

아동들( 등학교 일학년)과 인종에 한 태도

가 명시 수 과 암묵 수 에서 차이가 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0세 아동( 등학교

사학년)을 상으로 인종에 한 탈 편견

메시지를 담은 상물로 구성된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명시 암묵 태도

변화에 한 효과검증을 하 다.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 배경을 토 로 하여, 연구 1

은 한국 등학생의 인종에 한 명시

암묵 인 태도가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년변수는 인종이

사회 상호작용에 요한 향을 끼치기 시

작하며, 암묵 인 태도가 안정 으로 형성된

시기로 알려진 등학교 일학년 아동(만 6세),

명시 인 태도와 암묵 인 태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로 알려진 등학교 4학년 아동

(만10세)의 두 수 으로 학년을 구분하 다.

연구 2에서는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램

을 통해 등학생들의 인종에 한 명시

암묵 태도에 변화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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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1. 한국의 등학생은 각 인종(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에 해 명시 수 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일 것인가?

1-1. 명시 수 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학년( 등 일학년/사학년)에 따라 변화

할 것인가?

1-2. 명시 수 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성별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2. 한국의 등학생은 한국인과 비하여

각 인종(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에 해 암

묵 수 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

일 것인가?

2-1. 암묵 수 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학년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2-2. 암묵 수 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성별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연구 문제 2

1. 탈 편견 메시지를 주제로 한 다문화교

육 로그램의 참가 여부에 따라 아동들의 인

종에 한 명시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인

가?

2. 탈 편견 메시지를 주제로 한 다문화교

육 로그램의 참가 여부에 따라 아동들의 인

종에 한 암묵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인

가?

3. 로그램 내용(1,2,3일차)에 따라서 아동

들은 지식, 정서, 태도 면에서 탈 편견 인 방

향으로 변화를 보일 것인가?

연구 1

방 법

연구 상

연구 1에 참여한 아동은 서울에 소재한 이

부속 등학교의 1학년(만 6세) 아동 117명

(남: 60명, 여: 57명)과 4학년(만 10세) 아동

117명(남: 60명, 여: 57명)으로, 정규 컴퓨터 실

습시간에 실시되었다. 연구 2는 연구 1의 피

험자 던 아동들을 상으로 각 학년마다 두

학 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하 으며, 각 학년마다 나머지

다른 두 학 은 통제집단으로 하 다.

측정도구

아동용 암묵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 실시된 아동용 암묵 연합검

사(IAT)는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국인 IAT의 총 3세트이다. 각 IAT

는 성인용과 동일하게 7단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마다 3세트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을 감안하여, 각 단

계별로 반복시행횟수를 원래 로그램화된 시

행횟수의 반으로 축소시켜 실시하 다. 각

IAT 세트 내에서는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없애기 해서 피험자별로 역균형화 되어있다.

아울러 각 단계의 첫 번째 시행은 비시행으

로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로그램화

되어 있다. 오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X' 표시

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을 해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로그램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암묵 연합검

사는 표 자극으로 아동의 칼라사진을 각 인

종마다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남녀별로

각각 3장씩 사용하 다. 실시 이 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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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20명에게 사진자극에 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호감도가 크게 다른 사진자극을 제

거함으로써 인종집단 간의 호감도가 유사하도

록 하 다. 속성자극으로 정개념(기쁨, 사랑,

즐거움, 행복, 멋진, 평화로운)과 부정개념(짜

증, 미움, 화난, 상처, 무서운, 역겨운)의 단어

자극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Banaji(2006)가 만든 아

동용 IAT검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실시

하 다. 등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속

성자극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

워포인트를 통해 속성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들

을 주 실험자와 함께 읽어서 숙달토록 하 다.

컴퓨터 키보드는 여러 색상의 스티커를 사용

하여 학생들이 컴퓨터 자 을 용이하게 사용

하도록 하 다. 분석 상은 최 의 조합과제(양

립할 수 있는 과제)와 역으로 된 조합과제(양립

할 수 없는 과제) 간에 평균 잠재반응시간의

차이가 종속변인이 되며 반응시간이 길수록 인

지 인 간섭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다.

명시 검사 질문지

암묵 연합검사와 비된 명시 선호도

검사. 암묵 연합검사에서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둘 씩 짝 지워 만든 사진첩을

피험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험자에게 “ 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을 한 후, 둘 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지에 체크하게 한다.

명시 태도검사(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싶

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 한국인/백인/흑인/

동남아인의 각 인종집단에 한 호감도, 신뢰

성, 사회 거리(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

로 간주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한 평정척도

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각 인종집단을

매번 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

되어, 각 인종에 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가 높은 순서 로

순 를 정하도록 하 다. 를 들어,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종집단부터 1에서 4까지 순서를

매기도록 하 다. 이 순 를 역처리 한 후

수화하 다. 네 역에서 수가 상승할수록

그 집단에 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차

피험가가 컴퓨터 과제에 익숙하도록 먼

연습용 과제인 간략형 흑인-동남아 아동 IAT

를 수행하 다. 각 피험자마다 아동용 암묵

연합검사를 총 3세트씩(백인-한국인 흑인-한국

인, 동남아인-한국인 IAT) 수행하 으며, IAT

검사를 마친 후에는 인종에 한 아동용 명시

태도검사 설문지를 실시하 다. 실험 진행

은 아동들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실험

자가 교실 앞에서 PPT를 통해 진행하 으며,

그 외에 5-7명의 보조연구자가 각각 5명의

등학생들을 담당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암묵

연합검사와 명시 태도 질문지를 수행할

때 개별 인 도움을 제공하 다. 암묵 연합

검사를 마친 후, 명시 태도검사 질문지를

실시하 다.

자료 분석

첫째로, 암묵 연합검사에서 산출된 결과

처리는 평균반응시간에서 최 의 조합과제의

평균반응시간을 뺀 차이 값을 각 블록의 표

편차로 나 어 얻어진 값, 즉, D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사용하 다(Greenw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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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ek, Banaji, 2003). 를 들어, 백인-한국

인 IAT에서 산출된 백인선호도 D값이 0보다

클수록 백인에 한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내

며, D값이 0이하이면 백인보다 한국인에 한

선호도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산출된 3가지 D 수(IAT효과크기) 즉, 백인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정도

인종 학년 성별 M (SD) M (SD) M (SD) M (SD)

한국인

등

일학년

남 3.90 (.45) 3.74 (.71) 3.80 (.59) 3.73 (.80)

여 3.89 (.46) 3.78 (.50) 3.46 (.99) 3.55 (.99)

체 3.89 (.45) 3.76 (.62) 3.63 (.82) 3.64 (.90)

등

사학년

남 3.76 (.57) 3.03 (1.18) 3.55 (.84) 3.42 (.91)

여 3.58 (.80) 3.39 (1.00) 2.96 (1.24) 3.23 (1.04)

체 3.67 (.70) 3.21 (1.10) 3.26 (1.09) 3.33 (.98)

백인

등

일학년

남 2.47 (.86) 2.34 (.76) 2.51 (.84) 2.48 (.81)

여 2.67 (.75) 2.63 (.83) 2.72 (.88) 2.60 (.82)

체 2.56 (.81) 2.48 (.81) 2.61 (.86) 2.54 (.81)

등

사학년

남 2.74 (.83) 2.36 (1.03) 2.84 (.91) 2.93 (.85)

여 2.84 (.88) 2.21 (.96) 3.09 (.87) 3.00 (.91)

체 2.79 (.85) 2.29 (1.00) 2.97 (.90) 2.97 (.87)

흑인

등

일학년

남 1.66 (.78) 1.84 (.97) 1.62 (.83) 1.68 (.86)

여 1.65 (.73) 1.91 (.92) 1.81 (.95) 2.00 (1.00)

체 1.65 (.76) 1.88 (.94) 1.72 (.89) 1.83 (.94)

등

사학년

남 1.55 (.80) 2.43 (1.17) 1.71 (.82) 1.80 (.96)

여 1.77 (.95) 2.53 (1.05) 2.00 (.94) 2.00 (1.02)

체 1.66 (.88) 2.48 (1.11) 1.85 (.89) 1.90 (.99)

동남아인

등

일학년

남 1.98 (.74) 2.07 (.92) 2.07 (.81) 2.11 (.82)

여 1.80 (.74) 1.69 ( .77) 2.00 (.85) 1.85 (.79)

체 1.89 (.74) 1.88 (.87) 2.04 (.83) 1.98 (.82)

등

사학년

남 1.95 (.74) 2.17 (.90) 1.90 (.79) 1.85 (.78)

여 1.81 (.67) 2.89 (.88) 1.95 (.87) 1.77 (.76)

체 1.88 (.70) 2.04 (.90) 1.92 (.83) 1.81 (.77)

*p<.05, **p<.01, ***p<.001

표 1. 명시 태도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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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D 수, 흑인선호도 D 수, 동남아인선

호도 D 수를 종속변수로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피검자의 학년 성별에 따라 한국인과

비된 백/흑/동남아인 인종집단에 한 암묵

태도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해서, 2

(학년) x 2 (성별) 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

하 다.

둘째로, 암묵 연합검사와 비가 되도록

실시된 명시 선호도검사에서는 선호하는 집

단을 선택한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뒤, 암

묵 연합검사와 비해보기 해서 각 수

에서 평균 수를 제하여 0 이상이면 백/흑/

동남아인에 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0 이하

이면 한국인선호도를 나타내도록 하 다. 산

출된 3종류의 명시 선호도 수를 종속변수

로 해서, 2 (학년) x 2 (성별) 이원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로, 평정척도인 명시 태도검사를 통해

호감도, 신뢰성, 사회 거리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네 역에

서 한국인/백/흑/동남아인에 한 순 를 매기

도록 하 다. 각 인종에 한 순 수를 역처

리한 후 평정 수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표집수가 큰 경우 순

수와 평정 수가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명시 태도 수들을 종속변수로 삼고, 2 (학년)

x 2 (성별) 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명시 태도검사(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

학년 성별에 따라서 한국인/백/흑/동남아

인 집단에 한 명시 태도(호감도/신뢰도/

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가 어떻

게 다른 지 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호감도

체. 한국 등학생의 각 인종에 한 호

감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인>동남아

인>흑인 순으로(M 한국인호감도=3.78, M 백인호감도

=2.68. M 흑인호감도=1.66, M 동남아인호감도 = 1.89),

p<.001, 내집단에 해 강한 우호 태도를 보

다. 외집단에 해서는 호감도 순 가 상

으로 백인에 해 높고, 동남아인, 흑인에

해서 낮았다. 명시 수 에서 각 인종에

한 호감도 순 가 학년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학년별로 종속변

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나

성별과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등학생은 종속변수인 호감도의 평균벡터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21) =3.27,

p<.05. 첫째, 한국인에 한 호감도 순 는

등학교 일학년>사학년 순으로(M 등 일학년

=3.89; M사학년 =3.67. p<.01), 학년 증가에 따

라 내집단에 한 호감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둘째, 등학생의 백인에 한 호감도

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F(2,

343) =4.55, p< .05. 외집단인 백인에 한 태

도는 등학교 일학년<사학년 순으로(M 등

일학년= 2.6, ; M 사학년= 2.8, p<.05 ), 학년 증가

에 따라 백인 호감도 순 는 증가하 다

셋째로, 흑인과 동남아인에 한 호감도 순

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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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성별과 성별*학년의 상호작용에 따른

호감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뢰도

체. 한국 등학생의 각 인종에 한 신

뢰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인>동남아

인>흑인 순으로 신뢰도 순 가 높아(M 한국인신

뢰도=3.49, M 백인신뢰도 =2.39. M 흑인신뢰도= 2.18,

M 동남아인신뢰도 = 2.10, p<.001, 내집단에 해

강한 신뢰감을 표 했다. 외집단에 해서는

백인에 해 가장 신뢰도 순 가 높았고 흑인

과 동남아인에 해 신뢰도 순 가 가장 낮았

으며 흑인과 동남아인 신뢰도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각 인종에 한 신뢰도가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학년과 성별로 종속변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

한 주효과가 있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신뢰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F(3,220) =7.46, p<.001. 첫째, 한

국인에 한 신뢰도 순 는 학년에 따라 유의

측정치 학년 성별 학년*성별

다변량

(Pillais)
�2 단변량F

다변량

(Pillais)
�2 단변량F

다변량

(Pillais)
�2 단변량F

호감도

한국인

3.27*

(3,221)

.04 8.2*

1.53

.01 1.44

0.64

.01 1.2

백인 .02 4.2* .01 1.86 .00 .21

흑인 .00 .01 .00 0.96 .01 1.09

동남아인 .00 .02 .01 2.94 .00 .06

신뢰도

한국인

7.46***

(3,220)

.09 21.45***

2.96*

.01 2.67

1.32

.01 1.77

백인 .01 2.80 .00 0.31 .02 3.30

흑인 .08 19.24*** .00 0.33 .00 .01

동남아인 .01 1.83 .04 8.18** .00 .2

친구삼고

싶은

정도

한국인

4.97**

(3,218)

.04 8.72**

5.11**

.06 13.37***

0.34

.00 .98

백인 .04 8.97** .02 3.79 .00 .02

흑인 .01 1.33 .02 4.26* .00 .17

동남아인 .01 1.06 .00 0.01 .00 .31

내집단

포함

정도

한국인

5.53**

(3,219)

.03 6.28*

2.14

.01 2.31

0.26

.00 .00

백인 .06 14.03*** .00 .70 .00 .06

흑인 .00 .2 .02 4.19 .00 .21

동남아인 .01 2.55 .01 2.51 .00 .75

*p<.05, **p<.01, ***p<.001

표 2. 명시 태도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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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여, 등 일학년>사학년(M 등 일

학년=3.76; M사학년 =3.21, p<.001)순으로, 내집단

인 한국인에 한 신뢰도는 학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둘째, 백인에 한 신뢰도는 등 일학년과

사학년 간에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셋

째, 흑인에 한 신뢰도는 등 일학년<사학

년 순으로 (M 등 일학년=1.88; M사학년 =2.48,

p<.001), 학년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증가하

다. 넷째, 동남아인에 한 신뢰도는 등 일

학년과 사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성별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종속

변수인 신뢰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20) =2.96, p<.05. 성별에 따른 신

뢰도의 차이는 동남아인에 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남아인에

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M 남자=2.12, M 여자

=1.79, p<.001).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차이

체 한국 등학생의 각 인종에 한 친구삼

고 싶은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

인>동남아인>흑인 순으로 친구삼고 싶은 정

도가 높아 (M 한국인신뢰도=3.45, M 백인신뢰도 =

2.79. M 흑인신뢰도= 1.79, M 동남아인신뢰도 = 1.98,

p<.001, 내집단에 한 강한 선호를 나타냈다.

외집단에 해서는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백

인>동남아인>흑인 순이었다. 사회 거리감

을 나타내는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학

년과 성별에 따른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주효

과가 있었으며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분석 결과, 종속변

수인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평균벡터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218) =4.97, p<.01.

첫째, 한국인을 친구삼고 싶은 정도는 등학

교 일학년>사학년 순으로 (M 등 일학년=3.63;

M사학년 =3.26, p<.01),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

수 에서 내집단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정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백인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는 등학교 일학년

<사학년 순으로 (M 등 일학년=2.62; M사학년

=2.97, p<.01), 학년증가에 따라 백인을 친구

삼고 싶어하는 정도가 증가하 다. 셋째로, 흑

인과 동남아인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는

등 일학년과 사학년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성별.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3, 218) =5.11, p<.01. 한국

인을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우선순 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에(M 남자=3.68, M

여자 =3.21, p<.001), 흑인을 친구삼고 싶어하는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M 남자

=1.66, M 여자 =1.91, p<.05).

내집단 포함 정도의 차이

체. 사회 거리감을 나타내는 내집단

포함 정도에서 한국 등학생의 반 인 평

균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인>흑인>동

남인 순으로 내집단 포함 정도가 높았다(M 한

국인신뢰도=3.45, M 백인신뢰도 =2.79. M 흑인신뢰도=

1.79, M 동남아인신뢰도 = 1.98), p<.001. 즉, 한국

인은 학년이나 성별에 계없이 반 으로

한국인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외집단에 해서는 백인을 내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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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 정도가 높은 반면, 동남아인과 흑인

을 내집단으로 포함 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으

며, 동남아인과 흑인의 내집단 포함 정도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 성별에

따른 내집단 포함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에 따른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며 성별,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내집단 포함 정도의 평균벡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3, 219) =5.53,

p<.001. 첫째, 한국인을 내집단 포함하는 정도

의 우선순 는 학년에 따라 등 일학년>사

학년 순으로(M 등 일학년=3.64; M사학년 =3.33,

p<.05), 학년 증가에 따라 한국인을 내집단으

로 간주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둘째, 백인을 내집단 포함 정도는 등 일학

년<사학년 순으로(M 등 일학년=2.54; M사학년

=2.97, p<.001), 학년증가에 따라 백인을 내집

단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우선순 가 더 높았

다. 셋째, 흑인과 동남아인을 내집단으로 포함

하는 정도는 등 일학년과 사학년 아동 간에

차이가 없었다.

성별. 내집단 포함 정도는 성별이나 학년*

성별 상호작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요약해볼 때, 한국 등학생들의 각 인종에

한 명시 태도(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

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를 살펴본 결과,

등학생들은 내집단인 한국인에 해 강한 선

호를 보 으며, 외집단에 해서는 백인에

해 좀 더 정 이고 흑인과 동남아인에 해

가장 덜 정 인 태도를 나타냈다. 학년

성별에 따른 명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

과, 등학생들은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 수

에서 내집단에 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의 우선순 는 모

두 감소를 보인 반면, 외집단 백인에 한

호감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

는 더 증가하 으며, 흑인에 한 신뢰도도

학년증가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명시 선호도검사

명시 수 에서 백인/흑인/동남아인과 한국

인을 각각 조하여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 등학생의 명시 선호도는 모두 음수

가 되어내집단선호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외집단에 한 선호도는 백인>동남아인, 흑인

순이었다(M명시백인선호= -.18; M명시흑인선호= -.31;

M명시동남아인선호=-.28), p<.001. 학년( 등학교 일

학년/사학년)과 성별에 따라 명시 선호도에

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이

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제시하듯이, 학년에 따라 종속변수의 평균벡

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학년*

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분석 결과, 명시

선호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인 측정치들의 평

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223)

=4.67, p<.01. 종속변수들 명시 수 에서

한국인과 비된 백인선호도는 등학교 일학

년<사학년 순으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M 등 일학년= -0.26; M 사학년= -0.10,

F (2. 223) =11.99, p<.001), 흑인과 동남아인

선호도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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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 태도

한국 등학생을 상으로 한국인과 비하

여 백인/흑인/동남아인에 한 암묵 태도를

살펴본 결과, 산출된 모든 수가 음수로 강

한 내집단 선호경향을 나타낸다. 등학생들

의 백인/흑인/동남아인에 한 암묵 선호 수

은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 동남아인>흑인

순으로 나타났으며(M 백인선호= -.31 M 흑인선호=

-.39, ; M 동남아인선호 = -.30), p<.001, 백인과 동

남아인에 한 암묵 태도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학년 성별에 따라 인종에

한 암묵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

기 해서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4에서 제시하듯이 학년, 성별

과 학년*성별 상호작용 변수에 따른 암묵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종속치에 해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흑인에 한 선호

도는 학년별F (1, 159) =5.49, p<.05과 성별F

(1,159) =5.77,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흑인

선호도에 해 짝비교를 한 결과, 학년이 증

명시

선호도검사

암묵

연합검사

측정치 학년 성별 M (SD) M (SD)

백인선호

(백인 vs

한국인)

일

학

년

남 -.26 (.32) -.26 (.35)

여 -.26 (.30) -.39 (.44)

체 -.26 (.31) -.33 (.40)

사

학

년

남 -.20 (.35) -.25 (.42)

여 -.00 (.39) -.34 (.41)

체 -.10 (.38) -.29 (.41)

흑인선호

(흑인 vs

한국인)

일

학

년

남 -.37 (.25) -.27 (.38)

여 -.31 (.33) -.38 (.39)

체 -.34 (.29) -.32 (.38)

사

학

년

남 -.31 (.33) -.37 (.44)

여 -.24 (.36) -.56 (.32)

체 -.28 (.34) -.46 (.40)

동남아인

선호

(동남인

vs

한국인)

일

학

년

남 -.30 (.31) -.26 (.37)

여 -.26 (.30) -.36 (.40)

체 -.28 (.31) -.31 (.39)

사

학

년

남 -.32 (.25) -.27 (.44)

여 -.24 (.32) -.29 (.38)

체 -.28 (.29) -.28 (.41)

*p<.05, **p<.01, ***p<.001

표 3. 명시 선호도와 암묵 태도의 평균

측정치 학년 성별 학년*성별

다변량

(Pillais)
�2 단변량F

다변량

(Pillais)
�2 단변량F

다변량

(Pillais)
�2 단변량F

명시

선호도

검사

백인선호
4.67**

(3,223)

.05 11.99***

2.09

(3,223)

.02 5.26*

1.69

(3,223)

.02 4.75*

흑인선호 .01 2.33 .01 2.12 .00 0.00

동남인선호 .00 .00 .01 2.27 .00 0.26

암묵

연합

검사

백인선호
2.29

(3,157)

.00 .22
2.48

(3,157)

.02 2.91
0.33

(3,157)

.00 .15

흑인선호 .03 5.49* .04 5.77* .00 .36

동남인선호 .00 .28 .01 .96 .00 .39

*p<.05, **p<.01, ***p<.001

표 4. 명시 선호도와 암묵 연합검사의 다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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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흑인에 한 비선호 태도가 암묵

수 에서 더 증가하 다(M 등 일학년= -.32;

M사학년 =-.46, p<.05), 짝비교를 통해 성별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암묵 수 에서는 여

성이 남성보다 흑인에 해 더 비선호 태도

를 나타냈다 (M남자=-.32; M여자 =-.47, p<.05).

각 학년별 명시 암묵 태도 비교

각 학년별로 인종에 한 명시 선호도

암묵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

기 해서, 3(학년) x 3(인종)의 2원 혼합설계

에 의한 변량분석을 하 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그림 1과 2 참조).

등학교 일학년생

등 일학년 아동은 명시 암묵 수

에서 내집단선호가 뚜렷하 다. 그러나 외집

단인 백인/흑인/동남아인에 한 태도에서는

명시 암묵 수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 선호도에서 등

학교 일학년 아동은 외집단에 한 태도에서

반 으로 약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 (2.

352) =3.29, p<.05, 백/흑/동남인 선호도 간에

짝비교를 했을 때에는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M 백인선호= -0.25; M흑인선호= -0.34;

M 동남아인선호 = -0.28), p>.05. 특히 암묵 수

에서는 백인선호/흑인선호/동남아인 선호에

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M 백인선호=

-.322; M 흑인선호= -.320; M 동남아인선호 = -.318),

F (2.284)= 0.99 p>.05.

등학교 사학년 학생

사학년 아동은 명시 선호나 암묵 수

에서내집단 선호를 보 다. 명시 선호도에

서 사학년 아동은 성인과 유사하게 외집단

에서 상 으로 백인을 가장 선호하고 흑인

과 동남아인을 가장 비선호하 다 (M 백인선호=

-0.10; M 흑인선호= -0.28; M 동남아인선호 = -0.28),

p< .001. 그러나 암묵 태도에서는 성인과

달리 한국인과 조하여 동남아인에 해서

백인과 유사한 수 의 선호도를 나타냈다(M 백

인선호= -.29; M 흑인선호= -.46; M동남아인선호 =

-.28), F (2.284)= 6.87, p<.01.

연구 1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등학생은

명시 암묵 수 에서 모두 내집단 선호

경향을 일 되게 나타냈다. 등학생들의 인

종에 한 태도는 연령 변수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인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반 으

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학년변수에 따른 인종

에 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명시

수 에서 한국의 등학생은 학년이 증가함에

그림 1. 학년별 명시 태도

  

그림 2. 학년별 암묵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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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내집단 선호가 감소하는 반면, 외집단인

백인과 흑인에 한 선호도가 증가하 다. 그

러나 암묵 수 에서는 한국인과 조하여

흑인을 비선호하는 편견 태도가 오히려 더

증가하 다.

각 학년별로 인종에 한 명시 암묵

태도를 살펴본 결과, 등학교 일학년 아동들

은 명시 암묵 수 에서 이미 내집단

선호가 뚜렷한 반면, 외집단에 한 편견

태도는 뚜렷하게 나타지 않았다. 등학교 사

학년 아동은 반 으로 명시 암묵 수

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 다. 외집단에 해

서는 명시 수 에서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

에 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암묵 수 에서는 오히려 내집단선호가 감소

하지 않았고 흑인에 한 비선호 태도가 더

증가하여,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 간에

상당한 괴리를 나타냈다.

연구 2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피험자 던

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들을 상으로 각

학년마다 두 학 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다문화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 으며, 나머

지 다른 두 학 은 통제집단으로 하 다.

다문화교육 로그램

다문화 교육 로그램의 구조는 동 상 로

그램의 시청 -> 시청한 것에 한 내용 확인

-> 주제에 한 간단한 토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기 당 총 소요 시간은 30

분으로 3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로그램이다.

첫 회기에 상 되는 동 상 로그램은 주변

사물들을 소재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각색하

고 편집하여 만들어졌다. 두 번째 회기의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체 제작한

동 상 로그램으로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탈 편견 메시지를 달한다. 세

번째 회기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외모로 인

해 놀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생생하

게 담은 로그램이다. 세 회기의 동 상

로그램은 간 이고 객 인 내용으로부터

직 이고 주 이며 감정에 호소하는 탈

편견 인 메시지를 달하여 층 인 효과를

수 있도록 각색되고 편집되었다.

이를 통해 기 되는 효과는 첫째, 학습자는

일상의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 다양한 색깔

과 모습을 시청함으로써, 세상은 다양한 모습

과 색깔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 더 아름다

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둘째, 피부

색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서 학습자는 옳지 않음을

인식하고 탈 편견 인 방향으로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

는 것이다. 본 다문화교육 로그램은 학습자

의 기 효과를 높이고 지식, 정서와 행동의

측면을 포함하는 태도의 변화를 진하기

해 동 상 로그램의 시청, 시청 후 질문지

작성(사학년)이나 교사의 질문을 통한 내용 확

인(일학년), 시청한 내용에 해 담임교사와

함께 토론시간 갖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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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아동용 명시 검사 질문지

실험 1과 동일하게 명시 태도검사(호감도/

신뢰도/사회 거리감)와 명시 선호도 검사

(암묵 연합검사와 비)로 구성되었다.

아동용 암묵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실험 1과 동일하게 성인용 IAT를 아동에게

친근하도록 실질 인 변화를 것으로, 백인-

한국인 IAT (백인선호도), 흑인-한국인 IAT (흑

인선호도), 동남아인-한국인 IAT (동남아인 선

호도)로 총 3세트를 실시하 다.

연구 차

본 실험은 등학교 일학년과 사학년 학생

을 상으로 각 학년마다 두 학 은 실험집단,

나머지 두 학 은 통제집단으로 무선 선정되

었다. 연구자는 실험 실시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학 의 담임교사들(일학년 담임교사 2

명, 사학년 담임교사 2명)에게 다문화교육 로

그램의 목표, 내용, 실시방법을 설명하 으며,

교사들과 함께 상물을 시청한 뒤 로그램

진행에 해 질문과 논의하는 사 교육을 실

시하 다.

실험 차는 컴퓨터 실습시간을 활용하여 일

학년의 4학 (실험학 2, 통제학 2 )과 사

학년 4학 (실험학 2, 통제학 2)을 상으

로 3세트의 암묵 연합검사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국인 IAT)와

아동용 명시 검사 질문지를 사 검사로 실

시하 다. 사 검사 후,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학 들은(일학년 2학 , 사학년 2학 ) 교실에

서 일주일에 걸쳐 각 학 의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3회의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하 다.

실험집단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먼 다문화

교육 로그램의 상물을 시청하도록 한 뒤,

일학년의 실험학 들은 각 반 담임교사가 시

청한 동 상 로그램에 해 질문을 함으로

써 시청한 내용을 확인하 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해 시청한 내용에 해 간단한 논의시

간을 가졌다. 사학년의 실험학 에서는 각 반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다문화교육 상물을

시청한 뒤 질문지를 통해 시청한 내용에 한

이해정도를 확인한 뒤 교육내용에 해 간단

한 논의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교육 로그램

은 각 학 에서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시행되

었으며, 사 과 사후 검사로서 명시 검사

질문지와 암묵 연합검사는 컴퓨터 실습실에

서 본 연구자를 포함한 5-7명의 보조연구자들

에 의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모두 실

시되었다. 본 실험은 이 부속 등학교에서

2008년 7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분석

로그램에 참여 여부에 따라 인종에 한

명시 태도, 명시 선호도와 암묵 태도

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사 과 사후 검사를 통해

얻은 명시 암묵 태도의 측정치들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2(실험/통제여부) × 2(성별) ×

3혹은 4(인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

석을 하 고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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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회기별 분석

본 연구의 다문화교육 로그램은 동 상

로그램 시청 -> 내용확인 -> 내용에 한 간

단한 토론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학년과 사학년 학 에서 실험집단으로 선

정된 총 네 학 을 상으로 일주일에 걸쳐

약 30분간 3회기가 각 학 에서 진행되었다.

로그램의 내용 확인은 일학년 경우 독해능

력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질문을 통해 이

졌고, 사학년에게는 질문지를 통해 내용확인

을 하 다. 사학년 에서 실험집단이었던 두

학 에게 매 회기 동 상 로그램을 시청하

도록 한 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지식 획득의 변화

탈 편견 인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시청한

뒤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정답률은

부분 90%이상이었다. 상 으로 가장 정답

률이 낮은 문항은 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

이 모일수록 김밥처럼 다양한 맛을 내서 좋다

(88%), 피부와 모습이 조 다른 코시안 아동

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91%)이었다. 오랫동안

단일한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기존의 고정 념과 달리 다양한 모

습과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 으로 항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정서 측면의 변화

매 회기마다 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로그램을 시청 후, “피부색이 다른 래 아이

가 놀림 당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기분이 좋다(1 )에서 기분이 나

쁘다(5 )까지의 5 척도에서 공감하는 정도

를 평정하 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회기에 따라 공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53) =6.12, p<.01. 회기별로

다 비교를 실시한 결과, 첫째 날과 셋째 날

(M 첫째 날= 4.56, SE =.08 ;M 셋째 날= 4.80, SE

=.05, p< .01), 둘째 날과 셋째 날(M 둘째 날=

4.61, SE =.08 ;M 셋째 날= 4.80, SE =.05, p<

.05)간에는 공감정도가 유의한 수 으로 증가

하 으나, 첫째 날과 둘째 날 간에는 공감정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로그램을 구

성, 편집할 당시에 강법에 따른 효과를 기

하 기 때문에 제작자의 의도와 부합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태도의 변화

매 회기마다 사학년 아동들은 로그램 시

청 후, “피부색이 다른 래아이를 만나면 나

는 그 아이와 같이 놀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같이 놀지 않는다(1 )에서 같이 논다(5 )까지

의 5 척도에서 태도변화를 평정하 다. 회

기에 따라 행동 측면의 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2,106) =1.65, p=.20, 성별과

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2,106) =.72,

p=.49. 요약해볼 때, 3회기에 걸친 탈 편견

다문화 로그램은 지식 인 측면에서 메시지

의 달이 히 이 졌으며, 정서 인 면에

서도 공감 반응이 탈 편견 인 방향으로 증가

되었다. 특히 셋째 날의 로그램에서 많은 공

감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래 로그램 구성 시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태도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탈 편

견 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의 면에서

유의한 수 의 태도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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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동질성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인종에 한 명

시 암묵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지 평

균 동일성에 한 t-검증을 사 에 실시하

다. 등학교 일학년과 사학년을 상으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인종에 한 명시

태도와 명시 선호도검사, 암묵 태도검사

의 평균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사 에

동질 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로그램의 효과 검증

다문화 교육 로그램이 등학생들의 인종

에 한 암묵 명시 태도에 어떠한 효

과를 미치는 지 알아보기 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 /사후검사를 통해 얻은 차이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실험/통제집단) x

2(학년) x 2(사 사후)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하 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

에 의한 피험자 내 변수이다.

명시 태도의 변화

등학생들로 하여 평정척도를 통해 호감

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

도의 네 역에서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에 한 순 를 매기도록 하 다. 각 인종에

한 순 를 역처리한 후 수화하 다. 네

역에서 수가 상승할수록 그 집단에 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

함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 -사후 명시 태도의 평균 수를

표 5에 제시하 다.

호감도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램에 참석여부

에 따라 명시 수 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

에 한 호감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살

펴본 결과, 실험집단에서 한국인, 백인, 동남

아인에 한 호감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

었다. 그러나 흑인에 한 호감도는 실험집단

에서 사 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매우 상승하

다. 흑인에 한 호감도 변화를 좀 더 자세

히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효과. 흑인에 한 호감도에서 집단이나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 피험자 내 변

인 사 /사후 요인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

으며F(1,219) =9.96, p<.01, 흑인에 한 호감

도 우선순 는 사 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상

승하 다(M 사 = 1.63 ; M 사후= 1.81, p<.01).

상호작용. 흑인에 한 호감도에서 사 /

사후요인 x 집단 간 이원상호작용 효과와

F(1,2191)=7.01, p<.01, 사 /사후요인 x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1,219)=3.91,

p<.05. 사 /사후요인 x 집단 간 이원상호작용

에 한 단순주효과 분석 후 짝비교를 해본

결과,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흑인에 한

호감도 우선순 가 매우 상승하 다(M 실험 사

수= 1.56; M 실험 사후 수= 1.91, p< .001). 사

/사후요인x학년 간 상호작용에 한 단순주효

과 분석 후 짝비교를 해본 결과, 사후검사에

서 등학교 사학년은 일학년보다 흑인에

한 호감도가 매우 상승하 다(M 일학년 사후 수=

1.63; M 사학년 사후 수= 1.94, p< .001). 학년별로

로그램에 한 효과를 좀 더 분석해본 결과,

등 일학년은 실험집단에서 흑인호감도우선

순 가 사 보다 사후에 더 유의한 증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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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태도 : 호감도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인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일학년

실험 3.89 (.46) 3.67 (.84) 2.60 (.76) 2.49 (.88) 1.52 (.75) 1.76 (.93) 2.00(.73) 2.09 (.78)

비교 3.90 (.44) 3.80 (.63) 2.53 (.85) 2.57 (.83) 1.72 (.76) 1.62 (.85) 1.85(.73) 2.10 (.80)

사학년

실험 3.66 (.65) 3.43 (.89) 2.94 (.84) 2.71 (.95) 1.60 (.79) 2.06(1.03) 1.79(.66) 1.79 (.84)

비교 3.68 (.74) 3.37 (.96) 2.70 (.82) 2.98 (.83) 1.66 (.92) 1.82 (.97) 1.95(.72) 1.80 (.77)

명시 태도 :신뢰도

일학년

실험 3.76 (.58) 3.71 (.66) 2.55 (.86) 2.65 (.78) 1.83 (.91) 1.85 (.92) 1.87 (.85) 1.81 (.89)

비교 3.77 (.65) 3.77 (.59) 2.45 (.75) 2.40 (.85) 1.88 (.96) 1.83 (.99) 1.90 (.90) 2.08 (.89)

사학년

실험 3.17(1.02) 3.28 (.94) 2.21 (1.00) 2.19 (1.0) 2.44(1.18) 2.50(1.15) 2.19 (.99) 2.02 (.96)

비교 3.28(1.14) 3.36 (.99) 2.31(1.03) 2.64 (.97) 2.48(1.05) 2.41 (.94) 1.93 (.81) 1.60 (.82)

명시 태도 :친구삼고 싶은 정도

일학년

실험 3.54 (.88) 3.48(1.02) 2.65 (.93) 2.58 (.94) 1.62 (.88) 1.77 (.82) 2.23 (.85) 2.19 (.94)

비교 3.72 (.76) 3.77 (.72) 2.64 (.79) 2.74 (.74) 1.76 (.88) 1.62 (.75) 1.91 (.81) 1.98 (.86)

사학년

실험 3.26(1.12) 3.17(1.11) 2.91 (.93) 2.92 (.96) 1.85 (.89) 2.02 (.97) 2.00 (.88) 1.91 (.88)

비교 3.30(1.05) 3.18(1.05) 2.98 (.90) 3.12 (.85) 1.90 (.95) 2.03 (.95) 1.86 (.79) 1.68 (.76)

명시 태도 :내집단포함정도

일학년

실험 3.67 (.84) 3.53 (.98) 2.52 (.84) 2.74 (.87) 1.72 (.89) 1.87 (.88) 2.11 (.85) 1.83 (.75)

비교 3.61 (.94) 3.75 (.72) 2.64 (.77) 2.57 (.73) 1.86 (.98) 1.66 (.83) 1.91 (.80) 2.03 (.90)

사학년

실험 3.30(1.00) 3.17(1.09) 2.89 (.90) 2.93 (1.03 2.02(1.05) 2.09 (.96) 1.80 (.79) 1.81 (.80)

비교 3.38 (.96) 3.07(1.12) 3.00 (.87) 3.07 (.83) 1.79 (.94) 2.16 (.98) 1.86 (.77) 1.79 (.92)

*p<.05, **p<.01, ***p<.001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사후 평균 명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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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 실험 사 수= 1.52, ; M 실험 사후 수=

1.76), p< .05.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흑인호

감도가 사후에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으나 유의한 수 은 아니었다(M 비교 사

수= 1.72; M 비교 사후 수= 1.62). 등학교 사학

년 아동들은 실험집단에서 흑인에 한 호감

도 우선순 가 사후에 매우 놀라운 증가를 보

다(M 실험 사 수= 1.60; M 실험 사후 수= 2.06),

p<.001. 한 통제집단에서도 사 보다 사후에

흑인에 한 호감도 우선순 가 약간 증가하

으나 유의한 수 이 아니었다(M 비교 사 수

= 1.66; M 비교 사후 수= 1.82).학년별로는 사학

년 아동이 사 보다 사후검사에서 흑인에

한 호감도가 등 일학년 아동보다 더 상승하

다. 동남아인에 해서는 등 일학년 아동

의 경우 사 보다 사후검사에서 더 호감도가

상승하 다. 반면에 백인에 한 호감도는 실

험집단에서 약간 감소하 으며, 한국인에

한 호감도 우선순 는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

수 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뢰도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램의 참석여부

에 따라 명시 수 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

에 한 신뢰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연

구한 결과, 로그램 참가에 따른 한국인, 백

인, 흑인, 동남아인에 한 신뢰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증가에 따른 주

효과가 있었으며 사학년 아동은 등 일학년

아동에 비해 한국인(M 등일학년= 3.75 ; M 사학년=

3.28, F(1,221) =25.31, p<.001,)과 백인(M 등일학년

= 2.60 ; M 사학년= 2.20, F(1,221)=4.77, p<.001)에

한 신뢰도 우선순 가 감소를 보 다 반면

에흑인과(M 등 일학년= 1.85 ; M 사학년= 2.46, F(1,

220) =29.89, p<.001), 동남아인에 한 신뢰도

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양상을 보 다

(M 등일학년 수= 1.84; 사학년 수=2.11, F(1,220)=7.13,

p<.01.).

분산원 df SS MS F

호감도 흑인 피험자 간

집단 1 .11 .11 .09

학년 1 1.96 1.96 1.71

집단*학년 1 .36 .36 .33

오차 219 251.02 1.15

피험자 내

사 사후 1 3.96 3.96 9.96**

사 사후*집단 1 2.79 2.79 7.01**

사 사후*학년 1 1.55 1.55 3.91*

사 사후*집단*학년 1 .02 .02 0.04

오차 219 86.98 .40

*p<.05, **p<.01, ***p<.001

표 6. 흑인 호감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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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삼고 싶은 정도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램에 참석여부

에 따라 명시 수 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

을 친구삼고 싶은 정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

는 지 살펴본 결과, 로그램 참가에 따른 한

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한 변화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증가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사학년 아동은 등 일학

년 아동에 비해 한국인에(M 등일학년=3.63 ;M사

학년=3.23, F(1,221) =12.38, p<.001) 해 친구삼

고 싶은 정도가 감소되었다 백인(M 등 일학년=

2.65 ; M 사학년= 2.96, F(1,219) =11.48 p<.01). 과

흑인(M 등일학년= 1.69 ; M 사학년= 1.95, F(1,218) =

6.32, p<.01)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는 증

가를 보 다.

내집단 포함 정도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램에 참석여부

에 따라 명시 수 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

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 정도에는 어떠한 변

화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로그램 참가에

따라 한국/백/흑/동남아인에 한 변화 효과는

명시 선호도

백인선호 흑인선호 동남아인 선호

N 사 사후 N 사 사후 N 사 사후

일학년

실험 56
28.25

(31.51)

29.44

(30.33)
56

12.65

(23.38)

9.62

(21.77)
56

25.74

(32.01)

23.91

(30.54)

비교 61
22.07

(32.12)

17.10

(28.96)
61

19.33

(34.29)

8.85

(24.39)
61

19.83

(30.70)

15.43

(28.90)

사학년

실험 58
41.74

(38.84)

43.54

(35.25)
58

26.41

(36.74)

32.54

(37.37)
58

26.89

(28.72)

35.59

(36.45)

비교 59
35.48

(36.84)

43.27

(40.61)
59

18.60

(30.75)

19.75

(33.09)
59

17.42

(29.47)

22.67

(32.11)

암묵 태도

일학년 N 사 사후 N 사 사후 N 사 사후

실험 48 -.26 (.41) -.12 (.55) 54 -.33 (.32) -.19 (.37) 45 -.32 (.49) -.17 (.46)

비교 46 -.35 (.46) -.18 (.41) 61 -.34 (.34) -.28 (.42) 45 -.31 (.34) -.23 (.40)

사학년

실험 52 -.29 (.45) -.30 (.49) 52 -.44 (.42) -.37 (.43) 52 -.28 (.44) -.36 (.37)

비교 51 -.22 (.41) -.35 (.46) 49 -.43 (.39) -.39 (.35) 51 -.24 (.36) -.32 (.32)

*p<.05, **p<.01, ***p<.001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사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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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증가에 따른 주

효과가 있었으며, 한국인을 내집단에 포함하

는 정도는 감소를 보인 반면(M 등일학년=3.64 ;

M 사학년= 3.23, F(1,222) =14.26, p<.001), 백인

(M 등 일학년= 2.62; M 사학년=2.97, F(1,218)

=15.17, p<.001).과 흑인을(M 등일학년= 1.78 ; M

사학년= 2.02, F(1,218) = 5.26, p<.05) 내집단에

포함하는 정도는 증가를 보 다.

명시 선호도 변화

암묵 연합검사와 비되는 인종에 한

명시 선호도 검사에서는 백인-한국인, 흑인-

한국인, 동남아인-한국인으로 둘 씩 짝 지워

진 사진 에서 더 선호하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선택된 사진의 총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뒤, 사 과 사후로 산출된 수들을

토 로 실험/통제집단과 학년별로 분석하 다

(표 7).

로그램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백인/흑인/동

남아인에 한 명시 선호도에서는 로그램

참가에 따른 효과가 직 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에 학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등학교 사학년생은 일학년보다 한국인과

비하여 백인과(M 등 일학년= 24.21 ; M 사학년=

41.01, F(1,221) =16.13, p<.001),흑인(M 등일학년

= 12.61 ; M 사학년= 24.32, F(1,222) =11.44,

p<.001)을선호하는정도가더상승하 다. 한국

인과 비하여 동남아인에 한 선호도는 집단

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더 높았다(M 비교= 18.84 ; M 실험= 28.03,

F(1,221) =6.36, p<.03). 한사 /사후 x학년변

인간의상호작용도유의하 다 F(1,221) =6.37,

p<.05. 즉, 등 일학년 아동은 한국인과 비

된 동남아인 선호도에서 사 과 사후 간에 차

이가 없었으나, 사학년 아동은 사후에 동남아

인에 해 명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M사 수=22.16 ;M사후 수=29.13).

암묵 태도 변화

인종에 한 암묵 연합검사에서 로그램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교육 로그램은

암묵 수 에서 백인/흑인/동남아인에 한

태도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학

년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내 등학교 사학년

아동은 흑인에 한 암묵 태도의 평균 수

가 일학년 아동보다 더 낮았다(M 등 일학년=

-0.28 ; M 사학년= -0.41, F(1,163) =7.44, p<.01).

한 피험자 내 변인 에서 사 /사후 요인

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 사 에 비해 사후검

사에서 흑인에 한 비선호도가 감소하 다(M

사 수= -.39 ;M 사후 수= -.31, F(1,163)=4.17,

p<.05). 동남아인에 해서는 사 /사후 x학년

변인간의상호작용이유의하 다 학년별로 사

/사후 동남아인에 한 암묵 태도의 단순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등 일학년 아동은

p=0.1수 에서 사 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암

묵 인 동남아인선호도가 증가하 다(M 등일학

년 사 수= -.33 ;M 등 일학년 사후 수= -.20, F(1,152)

=6.19, p= .51.).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명시

수 과 달리, 암묵 수 에서 흑인이나 동남

아인에 한 비선호 태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연구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등학교 일학

년과 사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탈 편견 다

문화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태도변화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 명시 수 에서 한

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한 태도(호감도,

신뢰도, 사회 거리감이 포함된 명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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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흑인에 한 호감도가 더 높아져 탈 편견 인

방향으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나타냈다.

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실험과 통제집단이

모두 사후검사에서 흑인에 한 호감도가 증

가하 지만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흑인에

해 훨씬 더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등

학교 일학년은 실험집단은 사후검사에서 흑인

에 한 호감도가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사후검사에서 오히려 흑인에 한 호감도가

감소하 다. 각 인종에 한 명시 선호도검

사와 암묵 연합검사에서는 로그램에 따른

탈 편견 방향으로의 태도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연구 1. 인종에 한 태도발달

본 연구 1에서는 인종이 사회 상호작용에

요한 향을 미치는 등학생들을 상으로

인종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에 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 변화하는 지 명시

암묵 수 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한

국 등학생들은 내집단 선호를 일 되게 나

타냈다. 학년( 등학교 일학년/사학년)과 성별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명시 수 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내집단에 한 선호 태도가 감소하는 반면,

외집단인 백인에 해 정 이고 선호 인

태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흑인에 한 선호도

도 연령증가와 함께 명시 수 에서 증가하

다. 그러나 암묵 수 에서는 학년이 높아

짐에 따라 내집단에 한 우호 태도는 감소

되지 않았으며, 흑인에 해 좀 더 비선호 인

편견 태도를 나타냈다. 성별에 한 태도는

연령변수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명시

수 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내집단인

한국인들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더 많은 반면,

여학생은 흑인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가

남학생보다 더 많은 으로 미루어, 명시 수

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탈 편견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암묵 수 에서는 여학생인 흑인에 해 남

성보다 더 강한 비선호 태도를 보 다. 이는

여학생이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유발하는 자

극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 경향

과 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학생을 상으로 인

종에 한 명시 암묵 태도를 살펴본

연구결과(노경란, 방희정, 2008)와 비교해볼 때,

등학생들도 성인과 유사하게 강한 내집단

선호경향, 외집단에 해 백인선호경향, 연령

증가에 따라 흑인에 해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 간에 괴리를 나타냈다. 그러나 성인

들의 태도와는 달리 한국 등학생들은 암묵

인 수 에서 동남아인에 해 편견 인 태

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한국 등학생들은

성인들의 동남아인에 한 편견 인 태도를

아직 내재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각 학년별 인종에 한 태도를 살펴

보면, 등학교 일학년(6세) 학생들은 명시

암묵 수 에서 모두 강한 내집단선호경

향을 나타냈으나 외집단에 해서는 백인/흑

인/동남아인에 한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6세, 10세와 성인들을

상으로 인종에 한 암묵 명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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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다(Dunham, Baron

과 Banaji, 2006). Dunham 등(2006)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만 6세의 미국 일본 아동들은

외집단에 해서 사회 지 의 고 에 따른

구분없이 인종에 해 미분화된 태도를 나타

냈다.

등학교 사학년 아동들(10세)은 내집단 선

호 태도가 명시 태도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명시 선호나 암묵 수 에서는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다. 등학교 사학년 아

동들은 외집단인 백인에 해 가장 높은 사회

친근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

주하는 정도)을 나타냈는데, 이는 등학교 사

학년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외국

주류문화를 동경하고 모방하며 래집단의

향을 많이 받는 시기 특성을 반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겠다(Lo Coco, Inguglia와 Pace,

2007; 김문수, 박소 역, 2006). 한 등학

교 사학년 아동은 발달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 시기에 해당되는데, 인종에 한 태

도에서도 아동기 특성과 성인기의 특성을 모

두 나타냈다. 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성인

들과 유사하게 외집단에 해서 백인을 선호

하고 흑인을 비선호하는 이 태도를 나타

냈다(노경란과 방희정, 2008). 그러면서도, 동

남아인에 해서는 암묵 수 에서 성인과

달리 비선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

히려 동남아인에 해 백인과 유사한 정도로

우호 태도를 보 다. 이는 성인들의 동남아

인에 한 편견 태도가 아직 아동들에게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학년(연령)변수는 인종에 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학교 일학년, 사학

년 아동과 성인은 인종에 한 태도가 각각

학년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 다. 그러므로

인종에 한 태도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탈 편

견 인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년

에 따른 아동의 인지발달 수 이나 동기 요

인들과 같은 발달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론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인지

모델에 따르면 5-7세에는 인종 편견이 가장

정을 이루다가, 9세가 되면 차 내집단 선

호/외집단 편견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

에서도 한국의 등학교 일학년 아동(6세)이

명시 수 에서 가장 높은 내집단선호를 나

타냈으며 사학년 아동들(10세)은 내집단 선호

가 상 으로 감소한 으로 미루어, 사회인

지 입장에서 주장하듯이 미숙한 아동들이

자기 심성에서 벗어나면서 내집단 우호의 편

견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외집단에 해

서 등학교 사학년(10세) 아동들은 흑인에

해 명시 수 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나 암묵

수 에서는 오히려 흑인에 한 비선호

태도가 증가하여, 흑인에 한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 간에 불일치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교 사학년(10세) 후로 인종에

한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암묵 태도이

론(Dunham 등, 2006)과 일치한다.

연구 1에서 한국 등학생의 인종에 한

태도 형성 발달과정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등학교 일학년(6세)은 명시 암묵 수

에서 뚜렷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으며 외

집단에 한 태도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반면에 등학교 사학년은(10세)

흑인에 한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 간에

괴리를 보여, 외국의 아동들과 유사한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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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종에

한 태도를 알아보기 해 명시 수 뿐 만

아니라 암묵 인 수 에서도 측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 다. 아울러 이론 인 측면

에서 볼 때, 한국 등학생의 인종집단에

한 태도는 명시 수 에서는 사회 인지이

론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암묵

태도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암묵 이론의 측면

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o Coco

등(2005)은 사회인지이론은 인지발달과 인종태

도의 발달 간의 계를 연구하는데 이론 이

고 방법론 으로 유용한 반면에, 사회정체성

이론은 인종태도와 련하여 집단 간 역동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 했다. 이처럼 인

종에 한 태도를 이해하기 해서는 다각

인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2. 인종에 한 태도 변화

본 연구 2에서는 탈 편견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통한 태도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탈 편견 인 다문화교육 로그램은

비록 단기간에 걸친 짧은 로그램이었지만

명시 수 에서 등학생들의 흑인에 한

호감도 증가에 효과 이었다. 한 실험집단

에 한 로그램 회기별 설문지 조사결과에

서도 인지 인 면과 공감정서의 측면에서는

탈 편견 인 방향으로 유의한 태도변화가 있

었다. 그러나 명시 태도 에서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재범주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로그램 회기별 설문지 조사결과

탈 편견 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의지 면에

서도 유의한 수 의 태도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학습

인 요인이 태도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탈 편견 태도의

변화가 지속 이며 행동 인 변화로 나타나고

나아가 암묵 인 태도변화로 이어지기 해서

는 학습 인 요소 이외에도 다각 인 측면에

서의 근이 필요할 것이다.

탈 편견 인 태도 형성을 해서는 학습

요소 뿐 만 아니라, 사회 인 향, 가족

향들에 해서도 살펴 야 할 것이다. 한

개인 차원에서 인지나 동기 요인들 외에도

민경환(1989)은 편견감소를 해서 편견이 형

성된 뒤에 교정하는 것보다 편견으로부터 자

유로운 성격을 지니며, 사회통념 인 집단 구

분 속에 자신과 타인을 고착시켜놓지 않고,

자기정체를 여러 조망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

유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 보다 근본

이고 효과 인 책이라고 주장하 다.

한 태도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

습 요인 외에도 경험이나 사회 규범 등

이 있다(Brewer와 Brown, 1998; Fiske, 1998).

Pettigrew(1998)는 외집단과의 을 통해서 집

단구성원들은 서로 상 방을 개인 인성과

특성으로 보면서 탈범주화가 일어날 뿐만 아

니라, 계속 을 통해 그 집단에 한 편

견과 부정 평가가 바 면서 재범주화가 일

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Aronson 등

(1978)은 등학교에서 “jigsaw system”을 활용

한 실험을 통해 력 상황에서 집단을 서로

배워가면서 집단 간 고정 념과 편견이 어

든다는 것을 입증하 다. 최근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이 항상 효과 이지 못함을 지

하면서 역할 바꾸기(role-playing)나 다른

취해보기(perspective-taking)가 공감을 늘리고 편

견을 이는데 효과 이라고 하 다.

Rudman, Phelan Heppen(2007)에 따르면 암

묵 인 수 에서도 태도변화가 일어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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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 태도를 형성하는데 발달 으로 아동기

의 정서 경험이 요함을 강조하 다. 한

높은 수 의 질 인 이 암묵 인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암묵

인 수 에서의 태도변화가 일어나기 해서

는 단순히 교육 인 노력뿐만 아니라, Aronson

등(2005)이 제시하듯이 다양한 범주의 사회집

단과 친 하며 다면 인 , 공통된 목표

하에 집단 간 동하고 상호 의존하는 분 기,

그리고 평등, 다양성, 용을 선호하는 사회규

범과 같은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종에 한 태도발달을

알아보기 종단 연구 신에 횡단 연구로

치한 제한 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

국인의 인종에 한 태도발달을 알아보기

해서 좀 더 다양한 학년층(연령층)을 상으로

종단 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 본 연구 2에서 자체 편집, 제작하여 사

용한 다문화 교육 로그램은 3회기로 구성되

어 일주일 동안 실시된 로그램이므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에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 충

분하지 못한 단 이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횟수로 회기를 늘려 본 연구의 탈 편

견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흑인

에 한 호감도 뿐만 아니라, 사회 거리감

역에서 다양한 인종집단을 내집단으로 간주

하는 재범주화과정과 탈 편견 인 방향으로의

태도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증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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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in Korean elementary students and race attitud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age

Kyung Ran Row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differ according to age and gender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Korean elementary student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icacy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 chang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thesis consists of two parts. In Study 1, elementary school students(first grade:117, fourth grade:117)

completed Explicit Attitudes Rating Scales, Explicit Preference Test, and Child Implicit Association Tests

(Korean-White/Korean-Black/ Korean-Southeast Asian IATs). The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Korean/White/Black/Southeast Asian were examined with two-way MANOVA.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age increases, in-group preference/out-group bias decrease on the explicit

level. In contrast, on the implicit level, as age increases, in-group preference/out-group bias do not

decrease. Rather, prejudiced attitudes toward blacks increase. Study 2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 change toward rac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rogram conveying an anti-bias message consists of three sessions, and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watching video clips, confirming contents and short discussion. Two classes

in the program and two classes in comparative groups on the first and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ere assessed. The results showed that black preference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in the first and the

fourth grade elementary students on the explicit attitude level, but not on the implicit level.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 race, explicit, implicit, attitude development, attitude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