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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지리 시험 문항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구조화된 편견을 추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균형 잡힌 시각 형성을 위한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기 위해 자연지리에서 

열대 기후 지역으로 등질화, 열대 기후 지역의 인간 생활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고, 인문지리에서 인구 및 도시화, 도시 문제, 라틴아

메리카 인종 문제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새로운 정보 제공,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역동성 이해, 개선되는 변화에 주목하는 지역 내 

변화 양상 탐색, 의외성을 지니는 경관 정보 제시에 기반한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부정적인 관점으

로 일반화되는 지역 편견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지역의 역동성과 유연함을 문항 구성에 반영하

려는 시도이다. 

주요어: 세계지리 시험 문항, 지역 편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안적 문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world geography test questions drive structured 

prejudice against African and Latin American regions and to develop alternative question construction strategies for 

balanced perspective. To examine the regional prejudice, this study looked at the homogenization of tropical climate 

regions and human life in tropical regions as examples in physical geography, and population and urbanization, urban 

problems, and ethnic issues in Latin America as examples in human geography.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ed 

the following strategies to improve awareness of Africa and Latin America and to make students aware of various and 

dynamic aspects of the regions: providing new information with positive content, understanding dynamics through 

regional comparisons, exploring changes that are focused on improving changes, and presenting unexpected 

landscape information. These strategies attempt to present content contrary to local prejudices that generalize to 

negative perspectives and to reflect the dynamics and flexibility of regions operating at different scales in the question 

construction. 

Key words: world geography test question, regional prejudice, Africa, Latin America, alternativ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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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왜 우리는 드라큘라 하면 동유럽을 떠올리는가? 아프

리카에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살고 그들은 무

더운 사막에서 팬티만 입고 살아가는가? 동유럽은 문명

화된 이성 사회 서유럽과 대비되고(Dittmer, 2006), 아프

리카는 가난하고 덥기만 한 이미지로 상상되는 경우가 

많다(김민성, 2013a).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고정된 이미

지를 통해 지역 전체를 하나로 일반화하고 이미지화한

다. 지리 교과는 세계의 여러 지역을 다루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지리 수업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그곳

에 사는 사람들을 균형 잡히고 편견 없는 관점으로 이

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지리교

육에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

계를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왔다. 일단 형성된 편견은 이후 다른 정보를 선택

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관념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이미나, 2008; 박선미･우

선영, 2009). 따라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관점으로 세계

를 이해하고 편견 없는 지구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이동민, 2014). 

지리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지역의 정형성, 편견의 대

상이 되는 지역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선미･우

선영, 2009; 김소순･조철기, 2010).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

는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여 전국 단위의 세계지리 

평가 문항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점을 정형화하고 

고착화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평가는 학생들의 역량

을 측정하는 기능을 넘어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방

향에까지 영향을 주기에 교육적 맥락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의 지

식 및 인식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에 김민성(2013b)은 르완다에 대한 수능 문항이 

현재 해당 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후투족과 투치족의 분쟁에 

치우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의선(2010)은 다원

화된 세계의 문화, 사회, 갈등과 편견 등을 다루는 세계지

리의 수능 문항을 분석하고,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지

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항 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지리평가 문항과 지역적 

고정관념 및 편견, 그리고 이의 교육적 작동을 구체적으

로 연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대상

으로 하여 현행 수능 관련 문항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편견을 추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대안적 문항 구성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지리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는 기후와 지형, 공업 및 산업, 인구구조 등이 있는데, 이

들 주제는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향성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기후적 특징과 생활 모

습을 다룰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구조 및 산업 구조에

서도 대륙 단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역 단위의 보편성

을 반영해야 하므로 지역에서 예외성을 문항으로 다루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수능 문항의 아프

리카에는 발달한 도시가 없고, 제3세계 도시의 내적 성

장 가능성을 전망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세계지리 학

습이 세계 지역의 다양성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전국 단위 세계지리 평

가 문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적 출제 방향을 모색

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은 고등학교 3학년 전국 단위 모

의고사 및 수능 기출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 제기는 평가 문항에 나타난 사실 요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문항의 구성 자체를 완전

히 바꾸자는 제안도 아니다. 선택형 문항을 통한 변별이

라는 수능 평가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

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되, 정보 제시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자는 제안이다. 현재까지 치러지고 

있는 평가 문항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식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시각의 대안을 제시하여 기존 평가 문

항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II. 세계 지역에 대한 편견

편견(prejudice)은 판단 대상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잘

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된 고정관념1)을 통해 그 대상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이다(Allport, 1954; 송명주, 

2014). 편견은 특정 대상에 경계나 범주를 설정하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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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은 태도나 의견을 견지하는 것이며(구정화, 

2013), 이는 배제나 차별로 이어져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박경태, 2008). 지리교육적 맥락에서는 지역에 대한 

정형화된 판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편견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세계 다양한 지역의 세세

한 정보를 모두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지리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낳을 수 있

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리 수업에서 다루

는 내용이 지역에 대한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사고, 유연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Porter, 

1986). 지리교육은 사실에 기반을 두지만 지역의 다양성

과 역동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함양해 

줄 수 있어야 한다(이동민, 2014).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아프리카, 라

틴아메리카, 동남부 아시아, 동부 유럽 등이었다(Kim and 

Ryu, 2014). 박선미･우선영(2009)은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국가들의 분량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분량에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절대적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낮은 삶의 질, 빈부격차, 분쟁 

등의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철기

(2012)는 교과서 텍스트의 제목, 분량, 삽화 등에서 지역

의 고정관념에 기반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주

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자원

이 풍부하여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후진 지역으로 묘사되

고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하층 사회의 슬럼가에 거주

하는 집단으로 타자화되고 있었다. 유사한 견지에서 김소

순･조철기(2010)는 서구적 관점에서 부정적 이슬람 문화

로 이미지화되는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자연환경, 

기아, 난민, 분쟁 등으로 이해되는 중남부 아프리카에 대

한 편견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민성(2013b)은 분쟁, 내

전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르완다에 대한 내용 서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현재 르완다에는 평화가 정

착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와 역동적인 지형이 나

타나며, 커피산업 등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 and Ryu(2014)의 연구에서 학

생들은 지리 교과서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

가를 선정하고, 그 국가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그들이 원

하는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소

외된 국가의 입장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지리 교과 혹은 다른 정보원에서 부정

적으로 이미지화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표 1은 이들 국가가 인지하고 있는 편

견 및 원하는 방식의 서술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하나의 일반화된 이미지로 고정화하는 인식

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편견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대상을 하나

의 일반화된 특성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편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의 문제가 중요한 교육적 관심사인데, 다른 인종의 

표 1. 지리 교과서에서 소외된 국가들에 대한 편견과 새로운 텍스트 내용

국가 인지된 고정관념 극복을 위한 내용

수단

◾ 수단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민주 국가이다. 

◾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울지마 톤즈”에서 수단은 가난하고,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로만 그려진다. 이런 

정보들은 수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가봉
◾ 가봉은 가난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국가이다. 

◾ 가봉은 좋은 복지 및 위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벨라루스

◾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주변 국가”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적절한 세계 지역 구분이 아니다. 지리적 위치로만 따진다면 

중국도 이 단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벨라루스는 물리학, 수학, 원자력, 나노 기술 등의 분야가 매우 발전된 국가이다. 1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체코

◾ 체코가 동유럽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냉전의 산물이다. 지리적 위치로만 본다면 중부 유럽이 적절하다. 

◾ 스메타나, 드보르자크 등 유명한 예술가들이 체코 출신이다. 

◾ 체코에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버드와이저는 체코의 지역 맥주 브랜드로 시작되었다. 

* 출처: Kim and Ryu, 2014, 25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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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인종 전체에 대해 

하나의 정형화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Katz et al., 1975; 

Bigler, 1999). 예를 들어, 다양한 아프리카계 인종의 얼굴

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프리카계 사람 모두를 하

나의 집단으로 생각하며 개별적 다양성을 인지하지 못하

는 것이다. 유사한 견지에서 지역에 대한 편견 역시 다양

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어떤 지역을 하나의 특성으로 일

반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무

더운 더위만이 있는 미개발된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인식 

같은 것이다. 이에 조원빈(2012)은 아프리카를 하나의 총

체로 인식하는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시적 관점으

로 아프리카 각 국가의 다양한 종족, 문화, 기후 등을 이

해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여러 요소

들을 알게 하는 교육은 편견을 극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송명주(2014)는 프랑스와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아

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

면 지리 교과에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는 프랑스의 경우, 학생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들었고 편견의 

수준이 한국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국 학생

들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지역의 다양성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동민･

최재영(2015)은 아프리카의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기

후가 나타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스케

일 관점의 전략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

요컨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

된 고정관념인 편견은 지리 교과에서 아프리카나 라틴아

메리카와 같은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 문제가 된다. 편

견은 다양한 요소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을 하나의 

이미지로 일반화하여 고착화하는 사고과정과 연계될 수 

있다. 현행 세계지리 시험 문항은 특정 지역에 대한 일

반화된 시각에 기반한 풀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

곳에 대한 편견을 추동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특

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II. 세계 지역에 대한 편견을 추동하는 

지리 문항

1. 자연지리에서 인문지리로 이어져 형성되는 구조화된 

편견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교육부, 2015)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용이 재조직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계통지

리 부분이 줄어들면서 기존 계통지리의 지역 기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지역 단원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 지역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특정 지역을 하

나의 일관된 이미지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아프

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대하는 관점이 드러난다. 자연지

리 단원에서는 주로 열대 기후 지역으로 묶여서 다루어

지고 그것의 영향을 받은 낙후된 생활권이라는 관점이 

조성된다. 인문지리 단원에서 인구와 도시 주제를 다루

는 데 있어서도 산업발전이 뒤떨어진 후진국형(저개발국

형) 인구와 도시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관점이 기

저를 이룬다. 평가의 영역에서는 이런 편향된 관점이 특

히 부각되어 드러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조화된 

편견’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한다. 

구체적으로, 자연지리 내용에서 아프리카는 열대 기

후적 특징이 부각되어 제시된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적

도를 기준으로 위도에 따른 기후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

나는 대륙으로 열대 기후에서부터 온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 지역이 분포한다. 라틴아메리카 또한 마찬가지이다. 

쾨펜의 기후 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세계 기후 지역을 도

식적으로 개념화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나 식생파괴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개념을 통해 지역

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사고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Moore, 2008). 열대 기후에 주목하는 양상과 연

계된 전통 생활 중심의 내용 요소는 유독 아프리카에 대

해 ‘검은 대륙’, ‘빈곤과 기아의 대륙’이라는 시각을 부여

하여,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낸다(이동민･최재영, 2015; 조성욱, 2018). 그러나 아프리

카는 지난 10년간 과거의 원료 수출중심 구조에서 조금

씩 벗어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Bright and Hruby, 2015, 이영래 역, 2016; 조

성욱, 2018). 여전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농업과 

원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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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인문지리 단원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인구구조, 높은 유아사망률, 기아 문제, 도시 문제 

등 주로 후진국형 인구･도시 문제가 나타나는 대륙으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다룬다. 이런 교과 내용은 

예외성이 배제되는 전국 단위 평가의 영역에서는 더욱 

고착화되어 편견을 조성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세계지리 

학습이 수능이라는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에서 구조적으로 조성되는 편견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내용을 다

루는 데 있어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2. 자연지리 단원 문항 사례 분석

본 연구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자연지리 관련 

문항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등질화된 열대 지역으로 이

미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의 빈번한 출제와 이의 영

향을 받는 전통 생활양식의 강조이다. 이런 문항들을 주

로 접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에 대해 무더운 더위만이 

있는 원시적인 곳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1) 문항 사례 1: 열대 기후 지역으로 등질화

그림 1. 2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기후 지역을 구

분해서 묻는 대표적인 문항 유형이다. 기후 지역에 따른 

기후 요소의 차이를 묻는 문항은 기후 지역을 면으로 등

질화시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항의 대상이 되

는 기후 지역은 점으로 표시되지만, 그 점은 해당 위치

가 포함된 기후 지역 전체의 특징을 반영하는 지점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문항에 제시

된 지역의 기후를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점의 기

후를 확장하여 해당 문항의 전체 지역을 면으로 일반화

하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전략은 효

율적으로 기후를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 내 

변이가 있는 지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주 출제되는 

일부 지역의 기후 특징을 대륙 전체로 일반화하는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1의 문항은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적도 위치에 

점을 찍고 이곳을 기준으로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기후 지역을 남･북반구로 구분하여 제

시한다. 대개 아프리카의 기후 지역 특징을 묻는 문항은 

열대 수렴대의 이동에 따라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

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남･북

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특정 계절에 어떻게 반대로 나타

나는지를 함께 묻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적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열대 기후 특징과 관련된 문항이 아프리카 단

원 기후 문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는 열대 기후를 위주로 

하는 등질 지역으로 인식된다.

그림 2 역시 관련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A～D 지

점은 모두 열대 기후 지역으로 A는 열대 우림 기후, B～

D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다. 태양 회귀에 따른 열대 수렴

대의 이동과 관련된 기후 현상을 묻는 본 문항에서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이 열대 기후 지역으

그림 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그림 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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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이게 된다. 해당 지역과 관련된 기후 문항은 이런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고, 학생들은 두 대륙을 열대 기

후 지역으로 이미지화하는 지역적 등질화의 편견을 가질 

우려가 있다. 실제 기존 연구에서 학생들이 아프리카를 

밀림이나 사막으로만 이루어진 곳으로 이미지화하거나 

‘밀림=아마존’으로 도식화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김민

성, 2013a). 

2) 문항 사례 2: 열대 기후 지역의 인간 생활

사례 문항(그림 3, 4)은 기후의 영향을 받은 인간 생

활 관련하여 흔히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문항들은 

열대 우림과 사바나에 이르는 대부분의 열대 기후 지역

이 등질 지역으로 인식된 것과 함께 그것의 영향을 받

은 인간 생활의 모습을 일반화한다. 지역의 독특한 특성

이 해당 지역의 보편적인 생활 모습인 것처럼 제시됨으

로써 대륙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3은 아프리카 열대 및 건조 기후 지역의 전통 생

활을 다룬 문항이다. 특히, 고상 가옥은 열대 기후 지역의 

인간 생활 특징으로 가장 빈도가 높게 다루어지는 내용

이다. 고상 가옥이 이 지역의 전통 가옥 형태인 것은 맞

으나 현재 이들 지역 사람 대부분은 도시화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생활 경관이라 볼 수 없다. 

콩고, 가봉, 적도 기니 등 적도상에 위치한 열대 기후 지

역 국가들의 도시화율은 70% 내외이다.3) 도시적인 생활

양식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

기 어려워 여기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4의 이동식 화전 농업 역시 전통 가옥과 더불어 

열대 기후의 영향을 받은 인간 생활의 대표적 내용 요소

이다. 이 내용이 아프리카의 농업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에티오피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GDP의 50%를 농업

이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주

요 농업 국가다. 그런데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생산 품목

을 보면 플랜테이션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농

업의 방식이 대부분 관개 시설과 비료를 사용하는 구조이

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동식 화전 농업이 주요한 형태는 

아니다(김재홍, 2016). 따라서 이 역시 가옥 형태와 마찬가

지로 구조적 편견을 조장하는 문항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 제시된 문항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후와 인간 생활의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구조화된 편견

이다. 평가 문항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열대 기후

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전통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대륙 

단위로 지역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한다. 이는 대륙

이나 지역에 대해 등질화된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아프리

카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가로막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본 문항들이 사실관계 혹은 문항 구성

의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과 내용 요소들을 평가 요소로 제시하는 일반화의 과정

그림 3. 2015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림 4. 2016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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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편견의 문제는 존재한다.

3. 인문지리 단원 문항 사례 분석

인문지리 문항에서 생각해 볼 사안은 선진국과 개도

국 프레임의 일반화된 적용이다. 선진국으로는 주로 서

부 유럽 국가들과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이 언급되며, 

개도국으로는 주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언급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후진

적 특징만을 보이는 지역으로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1) 문항 사례 1: 인구 및 도시화 

제시된 두 문항(그림 5, 6)은 인구 및 도시화 관련하여 

흔히 출제되는 유형이다. 그림 5와 같은 연령별 인구구

조 문항은 경제 발달에 따른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를 

나타낸 인구모형 이론을 실제 지역에 적용하는 구조를 

가진다. 사례 문항에 제시된 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

은 순으로 스웨덴, 터키, 말리이다. 이들 세 국가는 각 대

륙을 대표하는 표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말리로 대표되

는 아프리카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스웨덴으로 대

표되는 북유럽의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 아프리카의 저

개발 국가는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와 높은 유소년 인구 

비중에 따라 인구 부양비가 높은 문제가 있으며, 관련하

여 기아와 빈곤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평가 요소화 

된다.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문제

가 강조되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문제로 연결된다.

그림 6에 나타난 도시화율은 인구구조와 함께 도시

와 인구의 대륙별 특징을 공고하게 만든다. 도시화율은 

경제발전 수준과 비례하여 높게 나타난다. 단, 라틴아메

리카의 도시화율은 경제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독특한 

식민지 역사를 거치면서 높게 나타나는 예외성을 가진

다. 라틴아메리카의 높은 도시화율을 제외하면 인구구

조와 도시화율이 대륙별 인식의 근거를 형성하고 이것

이 대륙 단위의 구조화된 편견을 유도한다. 

문제는 아프리카 내에도 높은 도시화율과 낮은 출산

율, 사망률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합계출산율 3명 미만인 국가가 

2015년 기준으로 10개이며 도시화율 70% 이상인 국가

도 8개에 이른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성장의 속도를 

감안하면 이러한 지표가 급속하게 변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의 ‘2018 아프

리카 편람’에 따르면 세계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economy) 56개국에 아프리카 8개국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들의 투자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그림 5.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그림 6.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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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사례 2: 도시 문제

그림 7은 선진국과 개도국 도시 체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도시 문제를 평가 요소로 하는 전형적인 문항이다. 

멕시코는 개도국의 도시 문제인 과도시화 및 종주도시화

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반면 미국에

는 종주도시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었

다. 그러나 본 문항에서 사용된 미국의 인구는 도시의 

인구가 아닌 주별 인구를 나타낸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2018년 미국의 인구는 1위 도시인 뉴욕이 약 840만, 2위 

도시인 로스앤젤레스가 약 390만이다.4) 멕시코와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종주도시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본 문항에서 선진국 도시에서 종주도시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미국의 주 전체 

인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 빈민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도

시 문제로 대표되어 제시된다. 그중 자주 언급되는 도시 

빈민 거주지역의 사례가 브라질의 ‘파벨라’이다(그림 8). 

파벨라는 마약 및 각종 범죄 문제가 심각하고 낮에도 총

성이 들리는 도시 내 빈민 거주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개

발도상국 도시 문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인 것이

다. 반면, 같은 문항에서 언급된 미국의 도시는 젠트리피

케이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역시 선진국 대 개도국 프레

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선진국 도시에서도 마약과 범죄 

문제, 거주지 불평등 문제 등이 나타난다. 단 규모와 구조

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평가 문항의 비교 프레임에

서는 상반된 이미지로 제시된다. 

3)　문항 사례 3: 라틴아메리카 인종 문제

그림 9, 10은 라틴아메리카 인종 문제와 관련된 내용

을 다룬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산다. 백

인과 흑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양한 이름의 

그림 7. 201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림 8.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그림 9.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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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들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이 라틴아메리카다. 그

런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평가 내용 중 하나가 라틴

아메리카 인종별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라틴아

메리카의 인종 문제는 주로 백인이 초기 식민지 과정에

서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였고, 그러한 구조가 

오늘날까지 남아 인종별 경제 계층을 형성한다는 맥락

이다. 그러나 지리교육에서 인종 문제는 인종 구분의 모

호함과 더불어 세계시민성 및 다문화 논의에 비춰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박선희, 2009). 

도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종에 따른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라틴아메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발생한 조지플로이드 사건 등 미국에서도 인종에 

따른 구조적 문제는 사회적 이슈이다. 그러나 그림 9, 10

에 나타난 사례 문항들은 이러한 인종별 지위의 차이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

게 한다. 

본 절에서 제시된 문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프레임

에 따라 후진적인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아프리카와 라

틴아메리카에 대한 구조화된 편견을 보여준다. 이 프레

임에 따라 구성되는 문항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의 

역동적 다양성이나 개선되는 상황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일반화의 과정은 학생들의 인식

을 구조적으로 단순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IV.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지역 

편견 시각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해당 지역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부정적 이미지로 고

착화되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아니라 그곳의 역동

성과 발전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지는 문항 출제 전략이다. 

1. 긍정적인 내용의 새로운 정보 제공

▪ 문항 구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정치 및 경제적 발

전 수준이 높은 국가

▪ 출제 근거)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세지

07-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에서 나타나는 자원 개발의 주요 사례들을 조사하

고 환경 보존이나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라는 입장

에서 평가한다.

그림 11은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해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문항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정보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어긋나지 않으

면서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본 

문항은 적도를 지나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봉을 사

례로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 소득, 복지 제도 등 잘 알려

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여 열대 기후대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문항에서는 해당 국가를 찾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리적 위치 및 주요 자원 정보, 

그리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정보와 해당 국가를 식별할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여 구성하는 형식이다. 변화에 대

한 기대와 관심이 큰 아프리카에 대해 긍정적 정보를 제

시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강조되는 시민성 교육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에서 

지역 지리가 강조되기에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

하는 본 문항과 같은 형태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2.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역동성 이해

▪ 문항 구성) 아프리카 대륙 지역 내 국가별 산업 

구조 비교 분석(관광산업, 지하자원, 농업 중심 국

그림 10. 2019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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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 구조 비교)

▪ 출제 근거)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세지

07-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에서 나타나는 자원 개발의 주요 사례들을 조사하

고 환경 보존이나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라는 입장

에서 평가한다.

본 문항(그림 12)은 국가별 1인당 GDP와 아프리카의 

지역별 기반 산업을 토대로 기존의 선진국 대 개도국 프

레임에서 벗어나 대륙 내 국가들을 비교한다. 선진국 대 

개도국 프레임에서는 인문 요소 지표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해야 하므로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의 낙후된 지

표만 인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문항과 같이 아프

리카 내에 위치한 국가가 3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는 지표는 제시될 수 없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의 스케

일을 달리하여 대륙 내 국가들을 비교하면 이런 프레임

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문항에서 제시된 정보들은 기

문항>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E에서 고른 것은?

기니만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1910년 프랑스

령 적도 아프리카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1960

년에 독립한 (  ㉠  )은(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나라로 유명하다. 

(  ㉠  )은(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민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1987년까지는 한국보다 1

인당 GDP가 높았으며, 부패인식지수 및 인

간 개발 지수 등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

한다. 희귀금속인 망간의 주요 수출국이다.

A

E

B

D

C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그림 11. 긍정적 시각의 새로운 정보 제시형 대안

문항>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구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별 산업 구조>

 

B(1,780)

C(2,740)

A(3,193)

*괄호 안의 숫자는 1인당 GDP(달러를 

나타냄

〈보 기〉

ㄱ. (가)는 사바나 기후를 배경으로 기호작물 농업이 발달하였다.

ㄴ. (나)는 지중해 연안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

ㄷ. (다)는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이 발달하였다.

ㄹ.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가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 12. 지역 내 비교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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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학습 내용을 통해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다. 지중

해 연안에 위치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3차 산업의 비

중이 높은 모로코, 자원이 많고 광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발달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앙골라, 기호

작물인 커피와 차 생산이 많아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케냐를 비교하여 주요 산업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유형을 통해 아프리카의 다양한 산업 구조를 제시

하고 지역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도 자원을 중심으로 한 높은 경제력

과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열대 아프리카

에도 발달된 대도시들이 존재하고 산업 발달 가능성으로 

인해 높은 투자 여건을 갖춘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정치･경제적 지표와 더불어 여전히 세게 

최빈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대륙인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는 것도 또 다른 사실이다. 지리교육의 목표가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면, 평가 문항에서 양쪽의 사실들을 최대한 형평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선진국 대 개도국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시된 문항처럼 대륙 내로 스케일의 

범위를 달리함으로써 기존의 평가 문항과 다른 시각으로 

정보를 재조직할 수 있다.

3. 개선되는 변화에 주목하는 지역 내 변화 양상 탐색

▪ 문항 구성) 브라질의 불평등지수(로렌츠곡선) 변

화 상황 추이와 전망

▪ 출제 근거)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세지

07-01]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

나는 도시 구조의 특징 및 도시 문제를 지역의 급

속한 도시화나 민족(인종)의 다양성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그림 13에 제시된 문항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이다. 교육과정상 라

틴아메리카 단원에서는 지역 내 갈등과 격차가 주요 문

제로 등장한다. 그러나 지리학의 주요 주제인 지역 내 변

화의 모습을 반영하여 기존의 교과 내용 요소들을 제시

하면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 도시 내 격차 문제에서 주

로 등장하는 파벨라의 주거환경 문제가 현재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현행 평가 내용 요소에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을 다루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

러나 제시된 문항 사례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문항에 제시된 자료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국가

이며 빈민 주거지역 파벨라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브

라질의 소득 불평등지수가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주로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불평등 

문제가 다루어져 왔으나 제시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소

득 불평등지수는 낮아졌다. 이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

화의 방향을 탐색하는 본 문항과 같은 유형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4. 의외성을 지니는 경관 정보 제시

▪ 문항 구성) 아프리카의 도시 및 역사 유적, 아름다

운 자연경관 제시

▪ 출제 근거)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세지

05-01] 건조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생활 모습을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12세지07-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자원 개발의 주

요 사례들을 조사하고 환경 보존이나 자원의 정의

문항> 그래프는 시기별 브라질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이다.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설

명을 고른 것은?

 ① 파벨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② 도시간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다.

 ③ 비공식 부문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④ 사회 계층별 교육 기회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⑤ 민족･인종별 거주지역 간 주거 이동이 감소하였다.

그림 13. 지역 내 변화 양상 탐색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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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분배라는 입장에서 평가한다.

본 문항(그림 14)은 학생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

는 경관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아프리카의 발달된 

도시, 아름다운 관광지,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 등은 아프

리카에 대해 기존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나이로비는 여느 대도시

에 뒤지지 않은 경관과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국제

기구가 위치하고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다문화 도

시이다.5) 케이프 타운의 바닷가 절경은 유명한 여행콘텐

츠다. 튀니지에는 로마 전성기의 영향을 받은 유적이 나

타난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열대 기후적 특징과 낙후된 

인문환경적 요소 외에도 다양한 현상과 지표들이 존재한

다. 고정적 개념화를 통해 지역에 대한 구조적 편견을 유

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인식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평가의 방향일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세계지리 시험 문항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구조화된 편견을 추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균형 잡힌 시각 형성을 위한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을 제안하였다. 전국 단위 세계지리 시험 문항을 분

석한 결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자연지리 내

문항> 다음 자료의 (가)～(다)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 A～C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는 고원지대

에 위치한 도시로 적도로부터 140km 가

량 떨어져 있으며 연중 쾌적한 기후가 

나타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본부

가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

계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이 어우러져 

다문화 도시를 형성한다.

바다의 여관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배

들이 드나드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다. 

바르톨류뮤 디아즈는 이곳에 도착한 최

초의 유럽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아

름다운 곶(串)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도 한다. 300년 이상 와인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로마 유적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원형 

경기장이 위치한 도시이다. 이 도시가 위

치한 국가는 전 국민의 99% 가량이 이슬

람교 신봉자이며, 대부분 코카서스계 백

인인 아랍인이다.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도시 곳곳에서 유럽과 흡사한 경관

을 볼 수 있다. 

∙

B

C∙

A∙ (가) (나) (다)

① A B C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그림 14. 의외성 경관 정보 제시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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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열대 기후 및 그와 관련된 전통적 인간 생활로 고착

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인문지리 내용은 인구 및 도시

화, 도시 문제, 인종 문제 등에 있어 개도국 대 선진국 대

비 프레임에 따라 구조화된 편견을 추동할 우려를 낳고 

있었다. 지리 교과에서 세계 다양한 지역의 세세한 정보

를 모두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특정 지역을 어떤 범주에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여 가르

치고 테스트하는 것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는 않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을 부정적인 고정관

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만 다루는 것은 지역의 다양성 

인식, 균형 잡힌 시각 형성 등에 있어 올바른 지리 학습

의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

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새로운 정

보 제공,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역동성 이해, 개선되는 변

화에 주목하는 지역 내 변화 양상 탐색, 의외성을 지니는 

경관 정보 제시를 활용한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일반화되는 해

당 지역에 대한 편견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지역의 역동성과 유연함을 문항 구

성에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세계 지역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는 세계지리 교과는 

세계 곳곳의 다양성, 역동성, 발전 가능성 등을 균형 잡

힌 시각에서 이해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태도를 함양해 주어야 

한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우리와는 다르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곳, 긍정적인 발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만 그리는 방식을 지양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본 연구는 지리 교과가 경계해야 할 지

역 편견의 문제가 객관식의 평가 영역에 들어오면서 더

욱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리교육 연구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세계지리 평가를 위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

어지기를 기대한다. 

주

1) 고정관념(stereotype)은 판단의 대상에 대해 집단적 판단을 하

는 태도로 편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 특성을 가진다

(조철기, 2012). 따라서 부정적 고정관념이 편견의 의미와 연계

된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의 대상이 하나의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편견을 극복

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에 다른 인종의 얼굴을 구

별하지 못하여 인종 전체를 한 집단으로 동일하게 판단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른 인종의 얼굴을 구분하

는 연습을 시키는 지각 구별(perceptual differentiation)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Bigler and Liben, 1993; Lebrecht et al., 2009). 편

견의 극복을 위해 판단 대상이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역동

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4) 미국 인구조사국, https://www.census.gov/en.html

5) 세계도시정보, https://ubin.krihs.re.kr/ubin/mobile/wurban/city_ 

info_intro.php?n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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