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차 읽기

읽고 토론해
보세요.

미국 남자들은 자신의 남성적인 방향 인지 본능의 결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낯선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잘 묻지 않는다고 한다. 피터 맥러드 교수는 남녀 학생을 대상으

로 울타리 미로 시합을 함으로써 남자의 방향감각에 대한 실험을 했다. 맥러드 교수는 가설과 일치

하지 않는 방외인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방향감각이 좋다는 사실에 대한 일반

화에 어떤 생물학적 사실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한결같이 믿는 정형화된 생각이 있을 경우 그  고

정관념 안에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성대결
4

이야기해 보세요 :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명절에 남자과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나요?
                    
                            사회적인 성역할 분담에 변화가 있나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성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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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표현

남성적인

여성적인

본능

울타리 미로

방외인

일반화

고정관념

구성요소

피질

범죄학

살인

가해자

테스토스테론

유리한 지점

주요

지형지물

1.  여러분은 방향을 잘 기억하고 길을 잘 찾나요? 울타리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 나올 

     수 있나요? 

2.  남자가 여자보다 방향 인지력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3.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사실일 것이라고 믿나요? 

          토론 주제

맥러드 교수는 남학생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고법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한 지점에서 미로의 

구조와 전반적인 디자인을 바라보는 것이 요구되는 미로 시합에서 우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여학생들은 주요 지형지물이 많은 미로 시합에서 우승석에 앉는다고 한다. 

Fig. 4a: 울타리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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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성별차이는 범죄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시행한 살인에 관한 국제적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

       으로 살인 가해자의 96%는 남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살인 희생자의 78.7%

가 남자라는 점이 보도되었다.  살인 가해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 문화적 요인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범죄율에 대한 현저한 성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

다. 하지만 범죄학자는 남자의 경우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생물학적 요소에 대

해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이 24:1 로 나타나는 남자에게 치우친 범죄율에 대한 현

상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4. 맥러드 교수의 조사 연구의 결과와 신경학적 해설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5. 아래에 나열된 직업들이 뇌 구성요소의 차이로 인한 성별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6. 아래에 나열된 직업들 가운데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들로 분류해보세요. 

 h 요리사

 h 의사

 h 승무원

 h 꽃장수

 h 미용사

 h 안마사

 

“반면 여학생들은 주요 지형지물이 많은 미로 시합에서 우승석에 앉는다고 한다.”

 h “우승석에 앉다 ” 우승하다. 이기다. 상을 받다. 

  예 : 마이클 펠프스는  역사상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수영 대회에서 우승석에 앉았다.

  예 : 한국 축구팀은 2002년 월드컵에서 4위로 우승석에 앉았다. 

관용구

미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 보다 울타리가 잘려나간 모양의 차이 등의 세밀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신경과학자는 뇌 구성요소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남

자는 여자보다 두꺼운 우뇌의 피질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했

다고 한다.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두뇌간을 연결하는 뇌의 한 부분

인 뇌량이 발달되어서 남자보다 좌뇌의 사용량이 많다고 한다.

h 조종사

h 경찰

h 종교지도자

h 웨딩플래너

h 요가 강사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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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자가 여자보다 살인 등의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남자가 살인 희생자

    인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8. 다음의 행동적 일반화 가운데 어떤 점이 생물학적 진실이고 어떤 점이 문화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h 여자가 남자보다 빨리 성숙한다. 

 h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h 여자가 남자보다 청결하다. 

 h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h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다. 

9. 다음의 능력 기준 일반화 가운데 어떤 점이 진실이고 어떤 점이 문화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h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다. 

 h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 

 h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다. 

 h 여자가 남자보다 언어를 배우는 데 능하다.  

 h 남자가 여자보다 리더쉽 역할을 맡는데 능하다. 

“미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 보다 울타리가 잘려나간 모양의 차이 등의 세밀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다.” 
“미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대신 울타리가 잘려나간 모양의 차이 등의 세밀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 : 테니스를 치기 보다 야구를 선호한다. 

       테니스를 치는 대신 야구를 선호한다. 

 예 : 남자친구가 힘이 세기 보다  똑똑한 편이 낫다.

                  남자친구가 힘이 센 대신  똑똑한 편이 낫다.

 예 : 나는 번지점프 보다 스카이다이빙이 좋다.

       나는 번지점프 대신 스카이다이빙이 좋다.  

 문법연습 : 위의 문법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음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h 산 vs. 바다  
  h 휴가 연장  vs. 추가 보수(수당) 
  h 영화보기 vs. 독서

  h 집에서 돈절약 vs. 해외여행 

문법

          토론 주제

A/V -기 보다

A-(으)ㄴ 대신 

V-는 대신 

N-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