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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제1부와 제2부에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

는지에 대해 공부했다. 제3부에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우

리는 왜 서로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기도 하는가? 우리는 언제,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가?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언제 친구나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가?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발생하며 이를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편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속한 집단에게 호의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집단에 적

대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연구자들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에 대한 편견과 함께 

다음과 같은 편견을 연구해왔다.

●  종교 9/11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국가 정체성이 강한 미국인들은 아랍계 이민자

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Lyons et al., 2010). 많은 관리자들은 취업 지원자가 무슬림이라고 하

면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다(Parks et al., 2009). 유럽에서는 무

슬림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고 2014~2016년 사이에 무슬림

편견의 본질과 영향력은 무엇인가?

편견의 사회적 원인은 무엇인가?

편견의 동기적 원인은 무엇인가?

편견의 인지적 원인은 무엇인가?

편견의 결과는 무엇인가?

후기：우리는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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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증가했다.

●  비만 뚱뚱한 것은 즐겁지 않다. 220만 개의 소셜 미디어 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나 ‘뚱뚱

한’이라는 단어는 망신 주기나 모욕하기(비판과 경멸적 농담)와 관련되어 있었다(Chou et al., 2014). 연

애 상대를 찾거나 직장을 찾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과체중의 백인 여성은 성

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결혼을 덜 하고, 덜 바람직한 직장에 다니며, 돈을 덜 번다

(Swami et al., 2008). 체중에 기반한 차별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보다 더 심각하며 채용, 배치, 

승진, 보상, 징계, 해고와 같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다(Roehling, 2000). 아동에게서는 따돌림

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Broday, 2017; Reece, 2017).

●  나이 노인은 전반적으로 친절하지만 약하고 무능하고 비생산적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은 노인을 하대하

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은 말투로 노인을 대하면 노인들은 자신이 덜 유능하

다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Bugental & Hehman, 2007).

●  이민자 독일인들의 터키인에 대한 편견, 프랑스인의 북아프리카인에 대한 편견, 영국인의 서인도인과 

파키스탄인에 대한 편견, 미국인의 라틴아메리카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

다(Murray & Marx, 2013; Pettigrew, 2006).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이 폭증한 결과, 유럽인들은 인종

적 다양성 증가가 자신들의 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응답을 미국인들보다 덜 했다(Drake 

& Poushter, 2016).

●  정치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서로를 비슷한 정도로 싫어하고 때로는 혐오한다(Crawford et 

al., 2017).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편향을 나타낸다(Ditto 

et al., 2018). 정치적 정보를 처리할 때, 양측 모두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인다.

편견의 본질과 영향력은 무엇인가?

편견의 본질과 편견, 고정관념, 차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한다.

편견, 고정관념, 차별,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 용어들은 그 쓰임이 종종 중첩된다.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보자.

편견의 정의

앞에서 묘사했던 상황들에는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

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편견(prejudice)은 어떤 집단과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사전에 가

지고 있는 부정적 판단을 말한다(어떤 경우는 편견이 긍정적 판단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

부분의 경우 ‘편견’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편견은 태도이다. 느낌과 행동 경향성, 신념을 포함한다. 감정(affect), 행동 경향성(behavior 

tendency), 인지(cognition)의 첫 글자를 따서 태도의 ABC로 기억하면 편리하다. 편견을 가진 사

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상대방이 무지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편견의 특징인 부정적 평가는 종종 고정관념(stereotype)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신념의 지원을 

받는다.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화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세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반화한다. 영국인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미국인은 외향적이다. 여성은 아이들을 사랑

하고 남성은 스포츠를 사랑한다. 교수는 건망증이 심하다. 노인은 약하다. 이런 믿음들이 고정

편견

어떤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

해서 사전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판단

고정관념

어떤 집단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신념. 고정관념은 때때로 과잉 일

반화되어 있고 부정확하며 새로운 정보

에 저항하게 만든다(그러나 정확할 때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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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이다.

이런 식의 일반화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

고 항상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약

하다. 사람들은 아시아인이 수학을 잘하고 아프리카계는 

운동 영역에서 뛰어나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Kay 

et al., 2013). 이러한 고정관념은 종종 우리가 관찰하는 

직업적 역할로부터 비롯된다(Koenig & Eagly, 2014). 실

제로 흑인 남성이 NBA 농구선수일 가능성이 백인의 40

배이다(Stephens-Davidowitz, 2017).

따라서 고정관념은 정확할 수도 있다(고정관념이 다양

성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호주 문

화가 영국에 비해서 거칠다고 지각하는데 실제로 페이스북 글 수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호주인

들이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Kramer & Chung, 2011). 멕시코인에 비해 영국인이 시간을 정

확하게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각각의 문화에서 무엇을 기

대해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함이다. Lee Jussim(2012, 2017)

은 “정확성이 편향보다 우세하다”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 지각이라는 잔

은 90% 정도 차 있다”고 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10%의 문제점은 고정관념이 과잉 일반화되거나 틀렸을 때이다. 진

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실제보다 더 극단적이라고 추정하거나 똑같은 덩

치의 백인 남성에 비해서 흑인 남성이 더 크고 더 근육질이고 따라서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Graham et al., 2012; Wilson et al., 2017).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회보장 

대상자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가정은 과잉 일반화이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

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은 혼자인 사람들이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

들보다 성실하지 못하고 더 예민하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Greitemeyer, 2009c). 오리건

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능하고 성

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실제와 다른 잘못된 생각이다(Nario-Redmound, 2010). 비만

인 사람들이 느리고 게으르고 무절제하다는 낙인은 정확하지 않다(Puhl & Heuer, 2009, 2010).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이고 성직자들은 소아성애자이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싫어

한다는 가정은 최악의 사례들을 과잉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집단 간 차이, 예를 들어 여성

이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지녔다는 믿음에 대한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념은 현실

을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과장하여 지각하게 만든다(Eyal & Epley, 2017).

편견은 부정적 태도를 말하고 차별(discrimination)은 부정적 행동을 말한다. 차별적 행동은 종

종 편견적 태도로부터 비롯된다(Dovidio et al., 1996; Wagner et al., 2008). 한 연구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아파트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 1,115통을 발송했는데 보낸 사람

이 ‘패트릭 맥두걸’인 경우 89%, ‘사이드 알라만’인 경우 66%, ‘타이렐 잭슨’인 경우 56%의 긍

정적인 답장을 받았다(Carpusor & Loges, 2006). 미국 주의회 의원 4,859명에게 투표 등록 방법

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결과, ‘제이크 뮐러’가 ‘드숀 잭슨’보다 더 많은 답장을 받았다(Butler 

& Broockman, 2011). 유대계 이스라엘 학생들은 잘못 전달된 이메일을 받았을 때, 보낸 사람이 

자기 집단 사람인 경우(“텔아비브의 요압 마롱”)보다 아랍계 사람인 경우(‘아슈도드의 무하마드 

차별

어떤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

당하지 않은 부정적 행동

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 어떤 집단 전체에 대한 고정

관념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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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에 이메일이 잘못왔다는 것을 덜 알려주었다(Tykocinski & Bareket-

Bojmel, 2009).

그러나 태도와 행동 사이의 연결이 느슨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적대적 행

동이나 탄압에 편견적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종차별(racism)

과 성차별(sexism)은 차별의 제도적 관행으로, 편견적 의도가 없을 때에도 존

재한다.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가 없어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존

재할 수 있다. 만약 백인으로만 이루어진 업계에서 입소문에 의존하는 채용 

관행이 있고 그 결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고

용인이 차별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차별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을 단순히 선호하는 것과 같

이 피해를 주려는 의도 없이 이루어진다(Greenwald & Pettigrew, 2014). 최근

에 인기를 끌었던 1,000편의 영화(2007~2016년 사이 매년 상위 100개의 영

화)에서 남성 감독과 여성 감독의 비율이 24대 1이었던 이유를 여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Smith et al., 2017).

남성 위주의 직장에서 내는 채용 광고에는 남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우

리는 업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학기술 회사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을 찾습니다”). 여성 위주의 직장에서는 반대로 여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객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

습니다”). 이러한 광고의 결과가 제도적 성차별이 될 수 있다. 어떤 편견적 의도 없이, 특정 성별

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성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Gaucher et al., 

2011).

편견：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

편견은 이중 태도 체계(dual attitude system)를 보여준다.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ask, IAT)를 사용한 수백 개의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같은 대상에 대한 명시적(의식적) 태도와 

암묵적(자동적) 태도가 다를 수 있다(Benaji & Greenwald, 2013). 제4장에서 보았듯이 2018년

까지 2,000만 번 넘게 시행된 암묵적 연합 검사는 ‘암묵적 인지(내가 아는지도 모르는 내가 아

는 것)’를 평가한다. 이 검사는 연합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망치와 못을 망치와 

목보다 더 빠르게 연합하는지 측정할 수 있듯이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사람들이 ‘백인’과 ‘좋

다’를 ‘흑인’과 ‘좋다’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연합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 지금은 존중하고 존경

하는 사람에 대해서라도 어릴 때 형성된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공포나 반감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명시적 태도는 교육을 통해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암묵적 태도는 연습을 통해 새로운 습

관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다(Kawakami et al., 2000).

암묵적 연합 검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검사가 개인을 평가하거나 어떤 개인이 편견을 가

졌다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행동을 잘 예측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Blanton et al., 

2006, 2009, 2015; Oswald et al., 2013, 2015). 어쩌면 암묵적 연합 검사의 낮은 예측력은 이 검

사가 공통의 문화적 연합을 드러내는 것일 뿐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빵과 버터를 빵과 당근보다 

더 빠르게 연합시킨다고 해서 야채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할 수 없듯이 말이다.

이 검사는 연구용으로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암묵적 편향은 우호적 행동에서부터 업무 평가

인종차별

(1) 특정 인종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편견적 태도와 차별적 행동, 또는 (2)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인

종을 경시하는 제도적 관행

성차별

(1) 특정 성별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편견적 태도와 차별적 행동, 또는 (2)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성

별을 경시하는 제도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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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행동들을 약하게 예측한다.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암묵적 편견과 외현적 편견 

모두 유권자들의 버락 오바마에 대한 지지 여부를 예측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의 당선은 암묵

적 편견을 어느정도 감소시켰다(Bernstein et al., 2010; Columb & Plant, 2016; Goldman, 2012; 

Payne et al., 2010). 선거에서처럼 아주 사소한 암묵적 편견이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

들에게 영향이 누적되면 큰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Greenwald et al., 2014). 다른 심리학

적 측정치들과 마찬가지로 암묵적 연합 검사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정확도는 높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묵적 편견 

점수가 높은 도시에서 경찰의 오인 사격에서 나타나는 인종 간 차이가 더 컸다(Heyman et al., 

2018).

다른 많은 실험 결과들도 다음과 같은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교훈으로 수렴한다: 편견과 고정관

념은 사람들의 의식 밖에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연구들은 단어나 얼굴을 짧은 시간 동안 제시해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 연령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점화(prime,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참

가자들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성화된 고정관념에 따라 편향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아

프리카계 미국인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점화시키면 참가자들은 실험자의 (의도적인) 짜증

스러운 요구에 더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편견과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편견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편견인 인종 편견, 성별 편견,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의 약

자로, 성적 지향성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편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차별 행동을 더 잘 예측

하는 명시적 편견을 각 사례마다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인종 편견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인종은 소수 인종이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들

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반 세기 안에 8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지난 두 세

기 동안의 이동과 이주로 인해 세계의 인종들은 이제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로,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로 서로 뒤섞여 살아간다.

분자생물학자에게 피부색이란 매우 작은 유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인간 특성에 불과

하다. 버락 오바마(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아들)와 메건 마클(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딸)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다[흑인 얼굴에 주로 노출되는 사람들은 혼혈인 

사람들을 백인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Lewis, 2016)].

인종 편견은 사라지고 있는가?

명시적 편견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1942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차와 버스에 흑인 전용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Hyman & Sheatsley, 1956). 오늘날 이 질문은 매우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노골

적인 편견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 1942년에 학교에서의 인종 통합 정책에 찬성하는 미국 백인들은 3분의 1(미국 남부에서는 

50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1980년에는 90%가 찬성했다.

 ̻“흑인과 백인이 데이트해도 괜찮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미국인은 1987년에 48%,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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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6%였다(Pew, 2012). ‘흑인과 백인 사이의 결혼’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1958년에 4%에 불과했지만 2013

년에는 87%였다(Newport, 2013).

1942년 이후, 또는 노예제도가 있던 때부터 계산

하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인종 간 결혼이나 소수 인종

인 직장 상사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명시적 인종 편견

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격히 줄어들었다(Ford, 

2008).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태도 또한 1940년대 이후로 

변화했다. Kenneth Clark와 Mamie Clark(1947)은 많

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1954년에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 정책이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대법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에게 

흑인 인형과 백인 인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대부분 백인 인형을 선택했다는 Clark과 

Clark의 연구에 주목했다. 1950~1970년대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흑인 아동들의 흑인 인

형에 대한 선호가 점차 증가했다. 흑인 어른들도 흑인과 백인이 지능이나 게으름, 신뢰성과 같은 

특질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Jackman & Senter, 1981; Smedley & Bayton, 1978). 

그러나 21세기에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좋은지 고르도록 

하면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동은 백인 아동을 더 선호한다(Shutts et al., 2011).

미국과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인종 편견이 거의 사라졌다고 결론지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인종차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2009년 28%에서 2015년 50%로 증

가했다(Drake, 2016). 최근 신고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2016년에만 6,121건이 발생했다)

(FBI, 2017). 그림 9.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백인의 4%는 여전히 흑인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며 31%는 미국이 “백인 유럽 계통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Reuters, 2017). 백인의 인종 편견이 없었다면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6% 더 많은 지

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다(Fournier & Tompson, 2008).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

적 고정관념이나 감정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보고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Bergsieker et al., 

2012).

그러면 인종 평등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미국의 경우 백인들은 현재를 억압적인 과거와 비

교해서 빠르고 극단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인식한다. 흑인들은 현재를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평

한 세상과 비교해서 작은 진보가 일어났다고 인식한다(Eibach & Ehrlinger, 2006).

미묘한 인종 편견

여전히 적대적 태도가 남아 있지만, 오늘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편견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종 평등과 차별 철폐를 지지한다. 그러나 암묵적 연합 검사에 참

여한 사람들 중 4분의 3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흑인보다는 백인을 긍정적인 단어와 연합

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Banaji & Greenwald, 2013). 현대의 편견은 무엇이 친숙하고 나와 유사

1962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제임스 메러디스가 재판에서 승소하여 미시시피대학교에 다

니게 되자 폭동이 일어났다. 1965년에 제임스 메러디스는 미시시피대학교의 첫 번째 흑인 

졸업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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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편안한지에 대한 선호를 통해 미묘하게 드러난다(Dovidio et al., 1992; Esses et al., 1993a; 

Gaertner & Dovidio, 2005).

편견적 태도와 차별 행동은 다른 동기 뒤에 숨길 수 있을 때 드러난다. 호주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노골적 편견이 미묘한 편견으로 대체되었다(인종적 차이를 과장하거나 

이민자들에게 존경이나 애정을 덜 느끼거나 인종과 무관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Pedersen & 

Walker, 1992; Tropp & Pettigrew, 2005a).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미묘한 편견을 ‘현대의 인종

차별’ 또는 ‘문화적 인종차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에서도 편향을 찾아볼 수 있다.

 ̻ 고용 차별. MIT 연구자들이 1,300개의 다양한 채용 공고에 5,000건의 이력서를 보냈다

(Bertrand & Mullainathan, 2004). 무작위로 백인 이름(에밀리, 그레그)이 부여된 지원자들

은 이력서 10통당 한 건의 응답을 받았다. 흑인 이름(라키샤, 자말)이 부여된 지원자들은 이

력서 15통당 한 건의 응답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2015)는 미국인들이 ‘자말 대신 조니에게 

취업 면접을 하러 오라고 연락하고 싶은 미묘한 충동’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편애. 비슷한 실험들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름을 사용하는 손님들의 숙박을 덜 허용

한다(Edelman et al., 2017).

  －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름을 가진 승객은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 대기 시간이 더 길고 더 

많이 취소당한다(Ge et al., 2016).

  －  호주의 버스 운전 기사들은 버스 카드 충전을 잊은 승객이 유색 인종인 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절반 정도만 승차를 허락한다(Mujcic & Frijters, 2014).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편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인종 

간 결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

으며 87%의 미국인들은 ‘흑인과 백인

의 결혼’에 찬성한다. 1958년에 4%

만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

이다(New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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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1958~2012년 사이 미국 백인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 변화

에이브러햄 링컨이 버락 오바마를 유령처럼 포옹하는 장면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라는 오바마 만트라를 보여주고 있다. 이틀 뒤, 오바마는 노예들이 만든 계단 위에 

서서,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사용했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불과 60년 전만 해도 그의 아버지가 동네 식당에서 손님으로 식사할 수 없었던 곳에서 ‘가장 신성한 맹세’를 

했다.

출처：Data from Gallup Polls (brain.gallup.com). 사진：ⓒ Charles Dharapak/AP Images 



296    제3부  사회적 관계

 ̻ 차량 검문. 한 분석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는 백인에 비해 네 배나 더 자주 검

문을 받고, 두 배 더 자주 체포되며, 세 배 더 많이 수갑이 채워지고 과도한 통제를 받는다

(Lichblau, 2005). 또 다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백인들보다 더 자주 

검문을 당하며 경찰을 만났을 때 더 자주 신체적 구속을 당하거나 바닥에 밀쳐진다(Fryer, 

2016). 오클랜드 지역 경찰의 차량 검문에 사용된 바디 카메라 영상 918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인종의 경찰관들이 백인 운전자에 비해서 흑인 운전자들을 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Voigt et al., 2017).
 ̻ 후원. 현재의 편견은 인종 민감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고립된 소수 인종의 사람

에 대한 과장된 반응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소수 인종의 성취를 과도하게 칭찬하고 실수

를 과도하게 비판하며, 백인 학생이었다면 경고했을 만한 잠재적 학업 문제에 대해 흑인 학

생들에게는 경고하지 않는다(Crosby & Monin, 2007; Fiske, 1989; Hart & Morry, 1997; 

Hass et al., 1991). 스탠퍼드대학교의 Harber(1998)는 백인 학생들에게 수준이 떨어지는 에

세이를 주고 평가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에세이를 쓴 사람이 흑인이라고 알려주자, 백인이

라고 한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줬으며 냉정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연구 참가자들은 아마

도 편향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에세이를 쓴 흑인 학생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더 호의적으로 대했을 것이다. Harber는 이러한 ‘과장된 칭찬과 불충분한 비판’은 소수 인종 

학생들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Harber와 동료 연구자들(2010)은 

편향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는 백인 참가자들이 흑인 학생이 쓴 에세이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제안하도록 했을 때 더 짧

은 시간을 제안했다. 편견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평

범한 피드백을 주려고 애썼던 것이다.

자동적 인종 편견

자동적(암묵적) 편견도 명시적 편견처럼 문제가 될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 

연합은 (부정적 감정과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는) 편견이 아니라 문화적 가정들을 반영할 뿐이라

고 주장한다. 또는 친숙성이나 실제 인종적 차이와 관련된 무릎 반사 같은 반응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Tetlock, 2007). 그러나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암묵적 편향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 암묵적 편향을 보이는 사람들, 예를 들어 평화나 낙원과 같은 단어가 흑인

과 연합되었을 때, 백인과 연합되었을 때보다 ‘좋은 단어’로 분류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백인 취업 지원자들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흑인보다 백인 응급 환자들에게 더 나

은 처치를 추천하며 흑인의 얼굴에서 분노를 더 빠르게 지각한다(Green et al., 2007; Hugenberg 

& Bodenhausen, 2003; Rooth, 2007).

한편 어떤 상황에서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편견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다. 일련의 실험에서 Correl과 동료 연구자들(2002, 2007, 2015; Sadler et al., 2012), Greenwald

와 동료 연구자들(2003)은 사람들에게 화면에 총 또는 손전등이나 병처럼 무기가 될 만한 물

건을 손에 들고 있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화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쏜다” 또는 

“쏘지 않는다”는 버튼을 재빨리 누르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한 연구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모두 

참가했다) 화면에 나타난 남자가 흑인이었을 때 물건을 총으로 오인하고 사격을 하는 실수를 더 

자주 범했다[후속 연구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위협과 연합되어 총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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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흑인 남성 용의자였다. 여성은 흑인과 백인 모두 그 가능성이 

낮았다(Plant et al., 2011)].

다른 연구들에서는 흑인 얼굴로 점화되었을 때 백인 얼굴로 점

화된 경우에 비해 총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자들은 총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렌치 같은 도구를 총으로 오인

했다(Judd et al., 2004; Payne, 2001; 2006). 인종이 지각을 편향

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반응은 편향시킬 수 있다. 총을 쏘겠다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증거를 덜 수집하기 때문이다(Klauer & Voss, 

2008).

지친 상태이거나 위험한 세상 속에서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때 소수 인종 사람을 오인 사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Ma et al., 

2013; Miller et al., 2012). 공포와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는 두

뇌 구조인 편도체의 반응이 이러한 자동적 반응을 촉진한다

(Eberhardt, 2005; Harris & Fiske, 2006). 이러한 연구들은 1999년에 아마두 디알로(뉴욕에 살

던 흑인 이민자)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가 경찰에게 41발의 총격을 받은 이유를 설명

해준다. 좋은 소식은 암묵적 편향 훈련이 현대 경찰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영향을 극복하는 연습을 한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종의 영향을 덜 받는다(Correll et 

al., 2014).

암묵적 편향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적 무대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무장하지 않은 아프

리카계 미국인이 차량 검문 중 경찰의 총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는 암묵적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

니다”(2016년 9월 20일)라고 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마이크 펜스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

았다.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암묵적 편향을 탓하며 법 집행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기회를 노

리는 일은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2016년 10월 4일).

편견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조차도 자동적 편견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Greenwald와 

Schuh(1994)는 사회과학 논문에서 비유대계 이름(에릭슨, 맥브라이드 등)과 유대계 이름(골드슈

타인, 시겔 등)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이 인용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편견 연구 1만 7,000건을 포

함하여 거의 3만 건의 인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유대계 저자들과 비교

했을 때 비유대계 저자들이 비유대계 저자의 연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40% 더 높았다(Greenwald

와 Schuh는 유대계 저자들이 유대계 저자를 더 많이 인용하는지, 비유대계 저자들이 비유대계 

저자를 더 많이 인용하는지, 혹은 둘 다인지를 밝히지는 못했다).

성별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은 얼마나 만연해 있을까? 다른 장에서 우리는 성 역할 규범(gender-role 

norms), 즉 여성과 남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는 성 고정관념, 즉 여성과 남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이다. 

규범은 행동을 규정(prescribe)하고 고정관념은 행동을 기술(describe)한다.

자동적 편견. Correl과 동료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총이나 무해한 물건을 들

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반응하도록 했을 때, 참가자들의 지각과 반

응은 인종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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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 두 가지 결론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강한 성 고정관념이 존재하

고,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받아들인다. 남성과 여성 모

두 성별만으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2017년에 이루어진 퓨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7%가 남성과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데 동의

했다(Parker et al., 2017).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일반화로서, 그것은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으며 

약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과잉 일반화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른 장에서 우리는 남성

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이나 공감, 사회적 권력, 공격성, 성적 주도권에 있어서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그러나 지능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 고정관념이 정

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때때로 고정관념은 차이를 과장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Swim(1994)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불안정함, 비언어적 민감성, 공격성 

등에서의 남녀 차이가 실제로 관찰되는 남녀 차이를 상당히 근사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 고정관념은 여러 시간과 문화에 걸쳐 존재해왔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동등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지지하게 되었지만, 여성과 남성의 기질이 다르다는 믿음은 

유지되어 왔다(Donnelly et al., 2016; Haines et al., 2016). Williams와 동료들(1999, 2000)은 27

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호적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외향적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 고정관념은 몇

몇 진화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성 고정관념이 안정적인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Lueptow et al., 1995).

고정관념(신념)은 편견(태도)이 아니다. 고정관념이 편견을 지지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편견 없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연

구자들이 성별 편견을 어떻게 연구해왔는지 알아보자.

성차별주의：온정적 성차별과 적대적 성차별

사람들이 조사 연구자들에게 응답하는 바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태도는 인종 태도만큼 급속도

로 변화했다. 그림 9.2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미국인들의 비율

은 흑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과 대체로 비슷하게 증가했다. 1967년에 미국 대학 1학년 

학생의 67%가 “결혼한 여성의 활동은 집과 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데 동의했지만, 

2002년에는 22%만 여기에 동의했다(Sax et al., 2002). 그 이후로는 집-가정과 관련된 질문은 더 

이상 물어볼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agly와 동료들(1991), Haddock과 Zanna(1994)는 사람들이 다른 편견 대상 집단과는 달리 여

성에 대해서는 직관적 수준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

분의 사람들은 남성보다 여성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여성이 더 이해심 많고, 친절하고, 협조적이

라고 인식한다. Eagly(1994)는 이러한 우호적 고정관념을 멋진 여성 효과(women-are-wonderful 

effect)라고 이름붙였다.

그러나 Glick과 Fiske와 동료 연구자들(1996, 2007, 2011)이 19개 국가에서 1만 5,00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별 태도는 종종 양가적이다. 성별 태도는 흔히 온정적 성차별주의

(benevolent sexism, “여성은 우월한 도덕 감수성을 지녔다”)와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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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헌신하면 여성은 남성을 구속한다”)로 나타난다.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적 믿음(“전체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적 리더이다”)

이 미래의 성 불평등을 예측했다(Brandt, 2011). 미국에서는 공공연한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주

요 정당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반대하는 투표를 예측했다(Bock et al., 

2017). 온정적 성차별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남성 지

배적인 직업에서 여성 고용을 방해함으로써 성 평등을 저해한다(Hideg & Ferris, 2016).

성 차별

남자라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과 살해당할 가능

성이 세 배 높다. 전사자와 사형수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5년 더 일찍 죽는

다. 지적장애나 자폐를 가졌거나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대부분 남자다(Baumeister, 2007; 

Brunner et al., 2013; S. Pinker, 2008).

그러나 친남성적 편견(pro-male bias)을 보여주는 잘 알려진 1968년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여학생들이 짧은 글 몇 편을 읽고 글의 가치를 평가했다. 어떤 경우에는 글쓴이가 남성(예：

존 T. 매카이)이라고 알려줬고 어떤 경우에는 글쓴이가 여성(예：조앤 T. 매카이)이라고 알려줬

는데, 참가자들은 글쓴이가 여성이라고 한 경우에 글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했다. 여성이 여성을 

차별한 것이다.

성 차별의 미묘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DM)는 이 1968년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를 

얻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보았다. 우리 학생들은(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의 

글을 폄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Swim, Borgida, Maruyama와 필자(1989)는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으며 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향 연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놀랍게도, 성별 편향은 여성만

큼이나 남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나타났다. 거의 2만 명의 연구 참가자가 포함된 104개의 연

구에서 얻은 공통된 결론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떤 사람

이 한 일에 대한 평가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영향받지 않았다. Eagly(1994)

는 리더나 교수 등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가 연구들을 요약하면서 “여러 실험들은 여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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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ata from Gallup P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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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일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더 나아가 Ceci와 

Williams(2015)는 5개의 국가 단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문 분야에서 “교수들은 비슷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라면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서구 국가들에서는 성 편견이 빠르게 사라진 것일까? 여성 운동은 임무를 완수한 것

일까?

편견은 더욱 미묘한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성 고정관념을 위반하면, 사람들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시가를 피우는 여성이나 눈물을 흘리는 남성에 주목한다(Phelan & Rudman, 

2010). 유권자들은 권력에 굶주린 것처럼 보이는 여성에 대해서, 비슷한 정도로 권력에 굶주린 

남성에 대해서 보다 더 크게 반발한다(Okimoto & Brescoll, 2010).

비서구 사회에서는 성 차별이 덜 미묘하다. 유럽인의 80%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반면, 중동 사람들은 48%만 여기에 동의한다(Zainulbhai, 

2016). 전 세계 문맹의 3분의 2가 여성이다(UN, 2015). 전 세계적으로 30%의 여성이 배우자 폭

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Devries et al., 2013). 이

러한 경향성은 암묵적으로 여성을 동물이나 물체와 연합시켜 대상화하는 남성에게서 특히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Rudman & Mescher, 2012). 여성에게 쓰는 표현들-“honey”, “sweetie”, 

“chick”-은 여성을 유아화하고 음식이나 동물과 관련짓는다.

그러나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폭력은 출생 이전에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남

자 아이를 선호한다. 미국에서는 1941년에 38%의 예비 부모들이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다면 

아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딸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 선호가 없다고 한 비율은 23%

였다. 2011년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40%는 여전히 아들을 선호한다(Newport, 2011).

태아의 성별을 알아낼 수 있는 초음파 검사 사용이 증가하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남에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 선호가 성비에 영향을 미친다. 인도의 성비는 남성 108명 대 

여성 100명으로, 여성 6,300만 명이 부족하다(Subramanian, 2018; United Nations 2017). 중국

에서는 고아원 아이들의 95%가 여자 아이이고(Webley, 2009), 성비는 남성 106명 대 여성 100명

이다. 중국에서는 20세 이하 남성이 여성보다 3,200만 명 더 많다. 이들은 미래의 ‘헐벗은 가지

(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가 될 것이다(Hvistendahl, 2009, 2010, 2011; Zhu et al., 

2009). 높은 성비는 폭력, 범죄, 매춘, 여성 인신매매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rooks, 2012).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성별을 선택하기 위한 목적의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한국도 오랫동안 낮은 여아 출산 비율의 문제를 겪었으나 현재는 정상으로 돌아왔다(Gupta, 

2017).

구글 검색 기록 데이터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성별 중립(gender neutral)적

이지 않다(Stephens-Davidowitz, 2014). 많은 부모들이 똑똑한 아들과 날씬하고 아름다운 딸

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Furnham, 2016). 여러분도 직접 검색 데이터를 확인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입력하

고 검색 결과 개수를 확인해보자.

 ̻ 우리 딸이 똑똑한가요?

 ̻ 우리 아들이 똑똑한가요?

 ̻ 우리 아들이 뚱뚱한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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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딸이 뚱뚱한 편인가요?

결론적으로, 유색 인종과 여성에 대한 공공연한 편견은 20세기 중반에 비해

서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편견을 탐지하는 방법들을 사용

하면 여전히 만연한 편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성별 편견은 불행을 

야기한다.

LGBT 편견

대부분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편안하게 

밝히지 못한다(Katz-Wise & Hyde, 2012; United Nations, 2011). 많은 국가들

에서, 동성애는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크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스페인에서

는 6%에 불과하지만 가나에서는 98%이다(Pwe, 2014).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지지하는 비율이 러시아에서 가장 낮

았고 스페인에서 가장 높았다(Flores et al., 2016). 반동성애적 태도는 전 세계

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높게 나타난다(Anderson, 

2017).

서구 국가들에서는 반동성애 편견이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

 ̻ 직장에서의 차별. 여러 실험들에서 수백 쌍의 여성 또는 남성의 이력서를 오스트리아, 그리

스, 미국 회사에 제출했다(Drydakis, 2009; Tilcsik, 2011; Weichselbaumer, 2003). 무선 할

당을 통해 각 이력서 쌍 중 하나에 게이-레즈비언 기구에서 일한 경력을 추가했다. 동성애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이력서를 보고 회사에서 연락을 취해오는 비율이 더 낮았다. 예를 들

어,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게이-레즈비언 연합, 회계 담당’이라는 경력이 있는 지원

자들의 7.2%가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반면, 동성애와 무관한 진보적 경력(‘진보 사회주의 

연합, 회계 담당’)이 있는 경우 11.5%가 연락을 받았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트렌스젠더에게 

더 심하다. 트렌스젠더의 90%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며(Grant et al., 2011), 많은 사람들이 성적 

선호를 이유로 해고된 적이 있다고 하였다(Mizock et al., 2017).
 ̻ 동성 결혼 지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는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6년 27%에서 2017년 64%로 증가했다(Gallup, 2017).
 ̻ 괴롭힘은 고통스럽다. 전국 학교 환경 조사에서 게이-레즈비언 청소

년 10명 중 8명이 성과 관련된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보고했다

(GLSEN, 2012). 미국의 LGBT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빈번하게 혐오 

범죄 대상이 된다. 이는 2016년 올란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49명이 

희생당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Sherman, 2016). 영

국의 게이 청소년들 중 3분의 2가 동성애 혐오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반동성애 편견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

다. 어떤 문화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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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국가들에

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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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한다(Hunt & Jensen, 2007).
 ̻ 거부당한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국 규모 조사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40%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Jones, 2012). 39%는 ‘친구나 가족’이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했다(Pew, 2013). 트랜스젠더의 대다수(54%)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8%

는 집에서 쫓겨난다(James et al., 2016).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폄하적 태도와 차별적 관행이 실제로 피해를 줄까? LGBT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위험하게 할까? 다음을 생각해보자(Hatzenbuehler, 2014에 의한 미국 연 

결과의 요약).

 ̻ 주 정책이 동성애자의 건강과 웰빙을 예측한다. 게이-레즈비언 혐오 범죄와 차별 방지 제도가 

없는 주에 사는 LGBT는 교육과 소득 수준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기분장애 유병률이 매우 높다.

 ̻ 커뮤니티의 태도도 LGBT 건강을 예측한다. 반동성애적 편견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게

이-레즈비언의 자살률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차별을 경험하는 게이와 

레즈비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이 높다(Schmitt et al., 2014). 전반적으로 자주 괴롭

힘당하는 게이와 레즈비언 십 대들의 자살률은 미국 십 대들의 평균 자살률보다 세 배 더 높

다(Raifman et al., 2017). 한 조사에서는 미국 트랜스젠더의 4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 적

이 있다고 보고했다(Haas et al., 2014). 그러나 가족의 지원이 있으면 자살 시도율이 감소한

다(Klein & Golub, 2016).
 ̻ 2개의 준실험(quasi-experiment)이 동성애 낙인의 유해성과 낙인 제거의 유용성을 확인해준

다. 2001~2005년 사이에 미국의 16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했다. 이들 주에서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기분장애가 37%, 알코올 사용장애는 42%, 범불안장애는 248% 증가했다(이

성애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Hatzenbuehler, 2014). 다른 주에 사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서는 이러한 정신과 질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류가 바뀌어

서 2004~2015년 사이에 몇몇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 해당 주에서 십 대 자살 시도

율이 감소했다(Raifman et al., 2017).

 ● 편견은 사전에 형성된 부정적 태도이다. 고정관념은 다른 집

단에 대한 신념으로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으며, 

약간의 사실에 바탕을 둔 과잉 일반화일 수도 있다.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는 부정적 행동이다.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는 개인의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 (의도적 편견이 없는 

경우라도) 억압적인 제도적 관행을 일컫는다.

 ● 편견은 공공연하고 의식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무의

식적인 모습으로도 존재한다. 연구자들은 무의식적 편견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미묘한 

설문 문항들과 간접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 편견은 1960년대까지 널리 받아

들여졌다. 그 이후로 인종 편견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남

아 있다.

 ● 비슷하게, 여성과 동성애에 대한 편견은 최근에 감소했다. 그

러나 미국에는 강한 성 고정관념과 상당한 수준의 성적 지향

성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편견의 정도

가 더 강하다.

요약 : 편견의 본질과 영향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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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사회적 원인은 무엇인가?

편견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영향력들을 이해하고 검토한다.

편견의 원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편견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와 그 차이를 정당화하고 유지하

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편견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

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생겨날 수도 있다. 사회적 제도 또한 편견을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어떻게 편견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사회적 불평등：불평등한 지위와 편견

다음 원칙을 기억하자: 불평등한 지위가 편견을 낳는다. 노예 주인은 노예들을 게으르고, 무책임

하고, 야망이 없다고 봤다. 노예들이 이런 특질을 가지는 것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

다. 역사가들은 무엇이 지위 불평등을 만드는가에 대해 논쟁한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나면, 편견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우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돕는다. 

우리에게 두 집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알려주면 우리는 집단 간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상위 

계층 사람들은 빈곤층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의 부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더 강하다. 즉, 인맥이나 돈,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Costa-

Lopes et al., 2013; Kraus & Keltner, 2013). 

풍부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노예 제도가 시행되던 곳에서 강한 편견이 존재했다. 19세기 정치

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이 ‘열등하고’, ‘보호가 필요하며’, ‘짐이 되는 존재’라고 묘사하면서 제국

의 확장을 정당화했다(G. W. Allport, 1958, pp. 204-205). 사회학자 Hacker(1951)는 흑인과 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흑인과 여성의 낮은 지위를 어떻게 합리화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흑인과 여성이 정신적으로 느리고, 감정적이고 원시적이며, 피지배적 

역할에 ‘만족한다’고 생각했다. 흑인들은 ‘열등하고’ 여성들은 ‘연약하다’. 흑인들은 자신의 위

치에 있는 것이 맞았고, 여성들을 위한 자리는 가정이었다.

Vescio와 동료들(2005)은 이러한 추론을 검증했다. 연구자들은 권력을 가진 남성은 고정관념

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많이 칭찬하지만 자원은 덜 제공했고, 그 결과 여성의 수행이 저하되고 

남성의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험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호적 성차별주의(여

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가 방

해가 되는 생각(자기의심, 걱정, 자존감의 감소)을 심어줌으로써 여

성의 인지적 수행을 약화시겼다.

Glick과 Fiske가 제안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우호적’ 성차별

주의는 다른 편견에도 확장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집단이 유능하

다 또는 호감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는 드물다. 문화 보편적인 사회 지각의 두 차원인 유능성과 호감(따

뜻함)은 한 유럽인이 했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독일인들은 이탈리

아인들을 좋아하지만 동경하지는 않는다. 이탈리아인들은 독일인들

을 동경하지 좋아하지는 않는다.”(Cuddy et al., 2009). 우리는 전형

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respect) 순순히 낮은 지

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like).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

성희롱에 대한 #미투 운동이 보여주듯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이 여성을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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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능성 또는 따뜻함을 보여주려고 한다. 유능해보이고 싶을 때는 대체로 

따뜻함을 감소시킨다. 따뜻하고 호감을 주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유능함을 감소시킨다

(Holoien & Fiske, 2013).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위의 차이를 더 잘 알아차리고 정당화하려고 한다. 사회 

지배 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계적 관점에서 바라

본다. 사회 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높은 지위를 가지기를 바란다. 즉 

위계의 꼭대기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한다(Guimond et al., 2003). Jim Sidanius, Felicia Pratto, 그

리고 동료 연구자들(Bratt et al., 2016; Ho et al., 2015; Pratto et al., 1994)은 사회 지배 지향성

이 높은 사람들이 지닌 높은 지위에 대한 욕구가 편견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편견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회 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과 같은 위계를 유지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위계를 유지시켜주는 정치가나 사업가와 

같은 직업을 선호한다. 사회사업과 같이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집단을 도와주고 위계를 약

화시키는 직업을 피한다. 그리고 특히 강한 인종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같은 소수 집단 사람들

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빈번하게 표현한다(Kaiser & Pratt-Hyatt, 2009; Meeusen et al., 2017). 

지위는 편견을 낳는다. 특히 사회 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그렇다. 

사회화

편견은 불평등한 지위 및 획득된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다른 사회적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 

가족 사회화의 영향이 아동의 편견에 나타나는데, 아동의 편견은 주로 어머니의 지각을 반영한

다(Castelli et al., 2007). 예를 들어, 스웨덴의 십 대들은 부모가 편견을 표현하는 경우에 증가된 

반이민적 편견을 보인다(Miklikowska, 2017). 아동의 암묵적 인종 편견도 부모의 명시적 편견을 

반영한다(Sinclair et al., 2004). 우리의 가족과 문화는 모든 종류의 정보(어떻게 짝을 찾고 운전

을 하고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불신하고 싫어할지)를 전승한다. 자녀 출생 직

후 부모의 태도는 17년 뒤 자녀의 태도를 예언한다(Fraley et al., 2012).

권위주의 성격

194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자들(이 중 두 사람은 독일 나치

를 피해서 온 연구자들이었다)은 긴급한 연구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수백만 유대인들의 학살

을 야기한 반유대주의의 심리적 근원을 밝히는 것이었다.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dorno와 동료들(1950)은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견이란 자

신과 ‘다른’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다. 이러

한 자민족 중심주의적인(ethnocentric) 사람들은 특정 경향성을 공유했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중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와 같은 문장에 동의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이들은 나약함에 대한 비관용, 징벌적 태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권위자에 대한 복종적 존

중을 나타냈다. Adorno와 동료들(1950)은 이러한 경향성이 편견 지향적인(prejudice-prone) 권위

주의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편견이 공존한다. 반동성애, 반이민자, 반흑인, 반무슬림, 반여성적 기조

사회 지배 지향성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

하기를 바라는 동기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자신이 속한 민족과 문화 집단의 우월

성을 믿고 나머지 모든 다른 집단을 업

신여기는

권위주의 성격

권위에 대한 복종 및 외집단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비관용을 선호하는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