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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인종에 대한 인식
Children's Understanding About Race

이 문 정(Moon-Jung Lee)*

요 약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그러한 인식이 연령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4, 5,
6세 어린이 167명을 대상으로 황인, 백인, 흑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분석을 하였다. 연구결
과, 첫째, 만 4세 유아는 인종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반면 만 6세 유아는 거의 모든 유아
가 인종을 구별할 수 있었다. 둘째, 유아들은 인종에 대해 배운 적이 없으며 그냥 생활에
서 자연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였고 외국인을 본 경험도 일시적인 만남이 대부분이었다. 셋
째, 만 4세 유아는 백인을, 만5세와 6세는 황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흑인
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넷째, 만 4세 유아는 인종에 대해 자기중심
적으로 판단하다가 만 6세 유아로 갈수록 과잉일반화 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만 4, 5세부터 인종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편견적인 시각
을 습득하기 시작하므로 유아기부터 올바른 인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갖도록 교육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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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들의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그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Phinney, 1996). 특히 현대 사회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교
류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므로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계인
으로서의 태도가 요구된다.
유아들의 인종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와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193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Warner, 2001). 이들의 초기 연구는 주로 유아들이 언제부
터 인종을 구별하여 인식하기 시작하며 인종에 대한 선호가 언제부터 생기는지에 대한 연
구가 대부분이었다. Clark & Clark(1937)은 3-7세의 흑인 유아를 대상으로 인종적 차이,
선호도, 자기 동일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시기의 유아들이 이미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
였고 흰색 인형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Araujo & Strasser(2003)도 3-4세 유
아들은 자신이 속한 인종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별능력은 8세 이후가 되면 더욱 명
확하게 안정화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어린 연령부터 발달하며
만 3세의 유아들도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
록 여러 인종을 구별하여 명명하는 능력이 점차 정확해진다(Aboud, 1988; Quintana,
1998).
하지만 인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경험과 발달이 부족한 유아에게는 더
욱 어려운 개념이다. Skeel(1979)과 Fishbein(1916)은 인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지적 특징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나 관련 지식에 관한 것이고, 정의적 특징은 그 대상에 대한 정서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행동적 특징은 그 대상에 대해 가해지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한다.
유아들은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종을 구별하는 능력이 더욱 정교해지고 인
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특성에 대한 지각적 편견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정서적, 호
감이나 선호도에 대한 편견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하며 이는 점차 행동적인 측면
으로 나타나게 된다(Sigelman & Singleton, 1986).
많은 연구가들이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와 편견이 인종을 식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이전에 발달하는지, 아니면 이후에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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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태도와 편견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여 왔다(Quintana, 1998).
Warmer(2001)는 성인의 편견은 어린 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매우
어린 유아에게서도 편견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유아들은 인종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동
시에 정서적인 반응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 인종을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Vandenbroeck, 2000).
Derman-Sparks(1989)는 유아의 인종 인식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살펴 본 연구에서 2
세경의 유아는 피부색, 머리색 등 인종간의 외적인 차이를 인식하다가 점차 언어나 음식,
의복 등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5-6세경에는 인종간의 사회적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 이러한 인종간의 특징들을 점차 결합시켜서 ‘흑인은 가난
하다‘와 같은 잘못된 편견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매우 어린 시기에 잘못된 인식이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
회적 편견에 노출,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며 실제적인 편견으로 발달하는데, 더욱 심각
한 것은 이러한 편견이 발달하여 거부, 공포, 불편함과 같은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Araujo & Strasser, 2003)
따라서 인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발달을 위해서는 유아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3세의 어린 유아들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가지
게 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다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올바
르게 인식시키고 교육하지 않는다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편견으로 발
전하게 된다(Vandenbroeck, 2000). 편견은 부분적으로 유아의 발달적 제한에 기인한 것
이기도 하지만 유아기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Araujo & Strasser, 2003).
Quintana(1998)는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인식을 정의적 인식, 있는 그대로의 엄밀한 인
식, 사회적 관점의 인식(친밀도에 따른 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 Levy(1996)도 사실적 정
보에 의한 인식, 과잉일반화에 의한 인식, 정서적 편견에 의한 인식, 자기중심적 인식,
무관심으로 구분하면서, 유아들은 인종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인종을 다른 기준으
로 인식하게 되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유아시기에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
에(2009) 의하면 2009년 외국인 근로자 수는 551,396명에 이르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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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11,605명, 2008년에는 36,20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자긍심으로 인해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수
용하는 태도가 부족하였고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어느 나라보다 심한 것이 사실이다(이
연승․박향원, 2003). 이광규(1998)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혁하여야 할
의식 중의 하나가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이라고 경고하면서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편견에 맞서는 교육을 유아기부터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 기회가 많은 우리나라
의 유아들이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
한 방식으로 인종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유아의 인종인식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유아의 인종에 대한 차이
의 인식, 선호도 및 태도를 조사한 것(송숙진, 1999; 엄미숙, 1999; 장영희․이숙재․김
혜실․김정화, 1999)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유아들이 흑인, 백인, 황인의
인종적인 차이를 인식하였으며, 피부색과 머리모습을 주된 단서로 사용하여 인종간의 차
이를 구분하였고 황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
화, 반편견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김민정․김수향,
2008; 김은하, 2003; 신현경, 2007)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
은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유아의 인종에 대한
인식이 초등학교 연령까지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없었다. 유아의 인종
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인지적 발달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유아의 편견적 인식은 초등학
생이 되면서 더욱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다(Fishbei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종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만 4세 유아부터 편견적 인식이 견고화되기 시작하는 만
6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달하며 어떠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종을 인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연령에 따른 인종에 대한 식별능력은 어떠한가?
2. 유아 연령에 따른 인종에 대한 지식습득 과정과 경험은 어떠한가?
3. 유아 연령에 따른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한가?
4. 유아 연령에 따른 인종에 대한 인식 기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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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의 K 유치원과 P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 4, 5, 6세 어
린이 164명이다. 인종에 대한 인식과 편견은 4세경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시기에
점차 정착되므로(Aboud, 1988; Quintana, 1998) 연구대상의 연령을 만 4, 5, 6세로 선정
하였다. K 유치원과 P 초등학교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
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
및 성별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연령 및 성별구성
연령
만 4세
만 5세
만 6세

2.

남
20
31
25

유아 수
여
25
36
27

합
45
67
5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유아의 인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
지이다. 질문지는 Levy(1996)와 Quintana(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타당도 검증과 예비 조사 과정을 거쳐 완성하
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유아들이 인종을 식별하는지에 대한 질문 1문항, 다른 인종에 대한 지
식과 경험에 대한 질문 2문항, 인종 선호도에 대한 질문 2문항, 인종 인식 근거에 대한 문
항 1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은 유아들에게 황인, 백인, 흑인의 사진을 각각 보여주면서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유아들이 인종을 식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은 누굴까, 어떻게 다
를까?”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인종의 이름을 흑인, 백인, 황인 또는 서양사람, 동양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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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사람 등으로 알맞게 명명하였을 경우 인종을 식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은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
으며 살까?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니?”,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니, 어디서 보았니?”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유아의 응답을 ‘모른다’,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정보’의 세 범주로
구별하였다. ‘일상생활’은 정확한 정보나 교육을 통한 지식이 아닐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속하는 유아들의 응답으로는 ‘그냥 알아요. 얼굴보고 알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TV에서
요’ 등이 있었고 ‘정확한 정보’의 범주에 속하는 응답으로는 ‘책에서요, 배웠어요’ 등이 있
었다.
인종 선호도 및 인식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친구하고 싶은 아이는 누구니? 친구
하기 싫은 아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하였다. 유아들이 특정 인종에 대
한 선호를 나타내는 기준은 ‘사실적 정보’, ‘과잉일반화’, ‘정서적 편견’, ‘자기중심적’, ‘무
관심’의 5개 범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질문지의 타당도와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 4, 5, 6세 어린이 각각 4명씩 총 12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고 모
호한 문항의 문장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질문 시에 사용한 사진을 옷이나 머리 장식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피부색, 얼굴 모습 등의 인종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으로 교체
선정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한 연구보조자 2명에게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 내용,
면접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구대상에게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하는
동안 유아들이 대답한 내용은 기록과 동시에 녹음되었으며 두 명의 면접자들에 의해 평정
되었다. 두 면접자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는 논의를 통해 평정하였으며 평정자 간 신뢰도
는 α= .78 이었다. 본 조사는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독
립된 방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종에 대한 유아 인식의 일
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인종에 대한 유아 인식의 연령별 차
이는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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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연구결과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식별능력

유아들이 인종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식별능력(N=164)
인종
식별능력
4세
연 5세
령
6세
전 체
***p＜.001

모두
모름
14
(31.1)
4
(6.0)
0
(0.0)
18
(11.0)

모두
식별
12
(26.7)
41
(61.2)
41
(78.8)
94
(57.3)

황인
식별
5
(11.1)
2
(3.0)
0
(0.0)
7
(4.3)

백인
식별
1
(2.2)
1
(1.5)
0
(0.0)
2
(1.2)

흑인
식별
1
(2.2)
0
(0.0)
1
(1.9)
2
(1.2)

황-백인 황-흑인 백-흑인
식별 식별 식별
10
2
0
(22.2) (4.4) (0.0)
14
3
2
(20.9) (4.5) (3.0)
5
3
2
(9.6) (5.8) (3.8)
29
8
4
(17.7) (4.9) (2.4)

전체 χ2
45
(100)
67
(100) 50.031***
52
(100) df=8
164
(100)

만 4, 5, 6세 유아들 중 황, 백, 흑인을 모두 구별하는 유아가 57.3%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황인과 백인만을 구별하는 유아가 17.7%로 많았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
면, 유아들이 인종을 식별하는 능력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50.031, df=8,
p<.001). 만 4세는 황, 백, 흑인을 모두 식별하는 유아가 26.7%였고, 31.1%는 모두 식
별을 하지 못하였으며 22.2%는 황인과 백인만을 식별하였다. 만 5세의 경우는 61.2%가
황, 백, 흑인을 모두 식별하였으며 만 6세는 78.8%가 모두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
령이 증가할수록 인종을 더 잘 식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종을 부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아는 주로 황인과 백인을 구별할 수 있었다
2.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지식습득 과정과 경험

유아들이 인종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 1에서
인종을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유아 18명을 제외 한 146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카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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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검증을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지식습득 과정(N=146)
인종에 대한
지식습득과정
4세
연령
5세
6세
전체
**p＜.01

모른다
10(32.3)
12(19.0)
5( 9.6)
27(18.5)

일상생활
10(32.3)
25(39.7)
35(67.3)
70(47.9)

정확한
정보
11(24.4)
26(41.3)
12(23.1)
49(33.6)

전체
31(100)
63(100)
52(100)
146(100)

χ2

14.810**
df=4

유아들에게 흑인, 백인, 황인종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으
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한 그런 지식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그냥 TV나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답한 유아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책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배웠다는 유아가 다음으로 많았으며(33.6%) 모른다고 답한 유아도
18.5% 이었다.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지식습득의 과정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χ2=14.810,
df=4, p<.01) 만 4세 유아는 전혀 모른다, 일상생활에서 습득한다고 답한 경우가 32.3%였
고, 만 5세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와 그냥 일상생활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각각 41.3%, 39.7%였으며, 만 6세의 경우는 67.3%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습
득하였다고 답하였다.
<표 4>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경험(N=164)
인종에 대한 경험
4세
5세
연령
6세
전체
***p＜.001

지속적
경험
2(4.4)
4(6.0)
3(5.7)
9(5.5)

일시적
경험
4( 8.9)
30(44.8)
25(48.1)
59(36.0)

경험 없음
39(86.7)
33(49.3)
24(46.2)
96(58.5)

전체
45(100)
67(100)
52(100)
164(100)

χ

2

23.485***
df=6

<표 4>에서와 같이 유아들의 인종 경험에 대한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들이
외국인을 만나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8.5%), 경험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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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면서 본 경험(36.0%)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일시적 만남의
경험이 만 4세보다 만 5, 6세 유아에서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인종에 대한 경험이 유의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3.485, df=6, p<.001).
3.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

유아들이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인종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
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유아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종(N=164)
부정적 인식
4세
연령
5세
6세
전체

황인
8(17.8)
7(10.4)
7(13.7)
22(13.5)

백인
10(22.2)
21(31.3)
16(31.4)
47(28.8)

흑인
25(55.6)
38(56.7)
28(54.9)
91(55.8)

무응답
2(4.4)
1(1.5)
1(1.8)
4(2.4)

전체
45(100)
67(100)
52(100)
164(100)

χ

2

4.676
df=6

유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종은 흑인(55.8%)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백인
(28.8%)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만 5세의 경우,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른 연령에 비해 조금 높았다(만 4세, 55.6%; 만 5세,
56.7%; 만 6세, 54.9%). 또한 백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4세 유아가 가장 낮았다
(22.2%).
<표 6>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종(N=164)
긍정적 인식
4세
연령
5세
6세
전체
*p＜.05

황인
15(34.1)
43(64.2)
26(50.0)
84(56.5)

백인
16(36.4)
13(19.4)
17(32.7)
46(28.2)

흑인
11(25.0)
8(11.9)
9(17.3)
28(17.2)

무응답
3(6.8)
3(4.5)
0(0.0)
6(3.7)

전체
45(100)
67(100)
52(100)
164(100)

χ

2

12.929*
df=6

전체적으로 유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인종은 황인(56.5%)이었으며 다음이
백인(28.2%)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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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6, p<.05), 만 4세 유아는 백인을(36.4%), 만 5세(64.2%)와 6세(50.0%)는 황인을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인식 기준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인식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유아의 인종 인식에 대한 기준(N=164)
인종에 사실적
대한 인식 정보
0(0.0)
연 4세
1(1.5)
령 5세
6세 1(1.9)
전체 2(1.2)
***p＜.001

과잉
일반화
2( 4.4)
18(26.9)
28(53.8)
48(29.3)

정서적 자기 무관심 전체
χ2
편견 중심적
10(22.2) 18(40.4) 15(33.3) 45(100)
18(26.9) 16(23.9) 14(20.9) 67(100) 36.083***
11(21.2) 9(17.3) 3( 5.8) 52(100) df=8
39(23.8) 43(26.2) 32(19.5) 164(100)

유아들은 인종을 인식할 때, 주로 과잉 일반화(29.3%)와 자기중심적 판단(26.2%), 정
서적 편견(23.8%)에 의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기준은 연령별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36.083, df=8, p<.001), 만 4세의 경우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
(40.4.%)하거나 무관심한 경우(33.3%)가 경우가 많았으며 만 5세 유아는 과잉일반화
(26.9%), 정서적 편견(26.9%), 자기중심적 판단(23.9%)이 비슷하게 많았고, 무관심한
경우도 20.9%로 나타났다. 반면 만 6세의 경우는 과잉일반화 된 판단(53.8%)을 가장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잉 일반화의 판단을 하는 유아들의 답변으로는 ‘미국 애들은 잘 살아요.’, ‘이 아
이들은 모두 양치기를 해요’ 등이 있었고, 정서적 편견의 답변은 ‘더러워요, 싫어요, 때리
고 싶어요.’ 등의 답변이 있었다. 자기중심적 판단의 답변은 ‘애는 인형놀이를 좋아해요,
축구 같이 해요.’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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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4, 5, 6세 유아들이 인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이러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식별능력이 얼마나 발달하였으며 인종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험은 어떠한지, 인종에
대한 선호도와 인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아들은 대체적으로 황인, 백인, 흑인을 모두 구별할 수 있었으며
흑인에 대한 식별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식별능력에 차이를 보였는
데 만 4세 유아는 인종을 모두 식별한 유아가 26.7%였는데 반해 5, 6세는 61.2%, 78.8%
로 식별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인식이 4
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며 초등학생이 되면 인지적 발달로 인해 더욱 확고해진다는 선행
연구들(Araujo & Strasser, 2003; Quintana, 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차이의 인식을 조사한 장영희․이숙재․김
혜실․김정화(1999)의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의 91.7%가 인종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장영희․이숙재․김혜실․김정화의 연구(1999)
에서는 단순히 황인, 백인, 흑인이 같은지, 다른 지만을 물어 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
종을 정확히 명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더 낮은 식별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
인다. 선행연구(Aboud, 1988; Quintana, 1998)에 의하면 유아들이 인종을 손가락으로 구
별하여 가리키는 것은 3세부터 가능하며 점차 인종을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유아
시기의 연령별 식별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아가 인종을 알맞게 명명하는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유아들이 인종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습득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 우리나라 유
아들은 주로 그냥 TV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거나 인종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배운다는 유아는 33.6%에 불과하였
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인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는 만 6세 유아에게서 더 뚜렷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유아들은 인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인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 부모나 사회의 편견적 시각을 여과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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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이 외국인을 접해 본 경험은 전혀 없거나(58.5%) 일시적인 경험(36.0%)이 대부
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만 4세보다 만 5, 6세 유아들에게서 일시적인 경험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만 5세가 되면서 사회적 경험이 확대됨에 따
라 다른 인종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인 경험에 그치기
때문에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우리나라 유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종은 흑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흑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흑인과 백
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Clark, 1947; Horowitz, 1936)에서 흑인 유아들이 백인을
더 선호하였으며 백인 선호현상은 4-5세에 더 뚜렷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Aboud, 1987)
와 일치한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유아들은 주로 낮에 욕구가 충족되므로 본능적으로 밝
은 색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William & Morland, 1976).
한편 우리나라 유아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인종은 황인이었으며 다
음이 백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만 4세 유아는
백인을, 만 5세와 6세는 황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세경의 유아에게
서 백인에 대한 선호가 가장 뚜렷하며 5, 6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고, 초등 연령
이 되면 자신이 속한 인종에 대한 선호가 커진다는 선행연구(Gregor & Mcpherson,
1966; Singleman & Singleton, 1986)와 일치하며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황인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영희․이숙재․김혜실․김정화,
1999).
넷째, 일반적으로 유아들이 인종에 대해 인식하는 근거는 과잉 일반화, 자기중심적 판
단, 정서적 편견에 의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기준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만 4세 유아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으며 만 5세 유
아는 과잉일반화와 정서적 편견이 많은 반면 만 6세의 경우는 과잉 일반화된 판단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종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
향을 받으므로(Singleman & Singleton, 1986) 아직 전조작기 단계에 있는 만 4세 유아는
인종에 대해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4,
5, 6의 유아가 모두 전조작기 단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6세로 갈수록 유아들의 사고가 더
많이 탈중심화가 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과 다른 인종적 차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
지가 정서적 편견으로 발전되며 초등학생이 되면서 인종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개
념과 결합되어(Derman-Sparks, 1989) 6세로 갈수록 과잉 일반화된 인식을 많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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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유아들은 만 6세가 될수록 인종을 뚜렷하게 구별하게 되며 인종을 구별
함에 따라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과잉 일반화된 인식이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종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만 4, 5세부터 인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유아들은 인종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배우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고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과 없이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함으로 인해 흑
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등의 다양함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함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연령별 인종 인식의 차이
를 살펴보았으나, 초등학교 시기의 유아는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초등학생 전체
의 인식의 발달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개
인의 매개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들이 어떠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어떠한 기준으로 인종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켜나가는 지를 분석함으
로써 인종교육의 시기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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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s Understanding About Race

M oon -J u n g L 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racial awareness,
preferences, knowledge, experiences and criteria according to age.
This study targeted 167 4-, 5-, and 6 year-old children from one kindergarten and on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Kyong Gi Do.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uaing
a tool that the author of this paper reproduced, based on the studies of Levyies of and
Quintanaies 8).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aing frequencta
percentiles and a χ2 test of the SPSS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4-year-old children could not recognize race, but 6-year-old children were
usually aware of racial differences
Second, 4-year-old children preferred Caucasians whereas 5-, and 6-year-old children
tended to appreciate Asians.
Third, most 6-year-old children learn about race 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and
passed the different racial person.
Also 4-year-old children had developed an egocentric criterion regarding race, but
6-year-old children had an over 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