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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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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리는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노인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은 대건노인대학 노인학생 30명과 7세 원아 2명,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7명 등 3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매회 1시간 동안 총 3시간
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검
증한 결과, 첫째,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의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프로그램
에 참여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에 노인에 대하여 더 깨끗하고, 세련되고,
유식하고, 건강하며,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착하고, 명랑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성별, 학년, 종교, 생존 조부모 수, 동거여부나 동거경험, 조부모 방문회수나 전화 통
화회수 등 변인에 따라서는 사전과 사후 모두 노인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
지 않았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들과 조부모 간 관계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 부모와 조부모 간 관계와 높은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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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고령화는 단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노인문제로 일컬어지는 빈곤, 질
병, 소외, 역할 상실의 4고(四苦) 마저도 노인들만의 문제이거나 노인들로 인한 문
제이기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전될
수록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그 사회의 노인들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
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세대간 갈등의 문제는 제한된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
상하고 있다. 고령화는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 즉 세대간의 문제
이다. 집단간 힘의 균형과 방향이 현격히 편중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갈등이 표면
화되지 않지만,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해질 때, 그리고 힘의 방향에 변화가 생길 때
갈등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한정란, 2002).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대가족 제도 아래서는 가정에서 노인과 어린 세대가 자연스럽게 접촉이 가
능했지만,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으로 분리되어 노인과 어린 세대가 접촉
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반면,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세대가 하나의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어 그 영향력은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급속
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변화속도가 느린 농경문화 속에서 성
장한 지금의 노인세대와 순간의 정보에 가치를 두는 젊은 세대간의 가치관의 현격
한 차이로 인해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탐욕스런 노인(greedy of person)"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한정란,
2002). 이와 같은 세대간의 갈등은, 노인들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하면, 그들을 부
양할 젊은 세대와의 갈등의 소지가 증가하는 데서 일어나는 세대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노인의 수명이 연장될수록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젊은 세대와
의 갈등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함께 교육노년학(educational gerontology)적 관점에서 세
대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세대공동체 교육이 한정란
(1993)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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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노인교육 현장에 적용․실시하고, 어린이
와 청소년에 대한 그 교육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세대갈등을 비롯한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대간의 갈등
만하임(Mannheim. 1952)은 젊은이와 노인 간에 세대간의 차이는 성인기 이후 모
든 경험의 토대가 되는 어린 시절의 기층경험 차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근본적
으로 세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과연 만하임의 말대로 세대
간의 갈등은 본질적인 것이며 회피 불가능한 것인가? 세대갈등의 발생 원인은 크게
사회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대갈등의 사회적 원인으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젊은이들 중심의 사회
구조적 문제, 사회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세대차의 증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 등을 들 수 있다(한정란, 2002). 그러나 세대갈등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은 단기간에 바꿀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해결의 실마
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표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세
대간 갈등을 일으키는 보다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세대간 갈등에 관한 사회심리학의 이론들
세대갈등의 심리적 원인은 사회심리학의 다음과 같은 세 입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실적 집단갈등이론(realistic intergroup conflict theory)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대간 갈등은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제한된 자원을 놓
고 벌이는 현실적인 갈등에서 비롯된다. 상반된 목표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
세대집단들은 서로 상대 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갈등을 발달시키게 되며, 제
한된 자원에 대한 세대간의 현실적인 경쟁은 세대간의 갈등과 부정적인 태도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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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다(한정란, 2002).
두 번째 논의는 세대간 갈등에 있어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회적 정체성이론
(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인 타즈펠(Tajfel. 1978)은
집단간 차별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지능
력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몇 개의 유목(category)으로 분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정보의 유목들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유
목에 대해 가능하면 단순화된 특성을 귀속시키게 된다. 그러한 과정 중에 인지적
평형성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은 더 긍정적으
로 지각하는 반면, 상대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세대갈등은 이러한 사회적 유목화와 내집단(ingroup) 선호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 논의는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에 의한 것으로, 세대간의 부
정적인 태도를 세대간의 접촉부족에 따른 정보의 부족과 오해에서 오는 어느 정도
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집단간의 접촉의 부족은 다른 집단에 대해 오해와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잘 모를수록 비호의적으로 행동
하는 경향이 있다(Wilder, 1978). 따라서 핵가족화로 가족 내에서 세대간에 자주 접
촉할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세대간의 접촉과 정보를 얻을 기
회를 거의 갖지 못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과 부정적인 편견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갈등은 이중 어느 한 원인에 의해 촉
발되기보다는 이 세 가지 측면 모두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
러 세대가 공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회 속에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세
대간의 현실적인 갈등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며, 특히 단일 인종,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에서 연령은 성별만큼이나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자
중요한 집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는
세대간에 서로 접촉하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
듯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은 여러 원인의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정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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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간 갈등의 해결 방안
이러한 세대갈등의 진단에 대하여 위 세 가지 이론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현실적 갈등이론에서는 집단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
래 집단의 목표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하고 상위적인 수준에서의 공통된 목표를 두
집단에 제시할 경우, 세대간의 태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공통의 목
표 즉 이익을 위해 함께 활동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즐겁
고 이익이 될 때, 세대간의 태도는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세대간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작용하게 하면, 어린이들과 노인들 모두에게서 서로에
대한 태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Pinquart, 2000).
둘째,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는 집단 구분의 기준을 약화시킴으로써 세대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집단간의 차이보다는 집단간의 유사성에 집중하도
록 하는 것이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해준다. 따라서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개인들
을 범주화할 때, 집단간 차별이 줄어들 수 있다(Brown & Turner, 1979 in Tajfel,
1982; Wilder, 1979 in Tajfel, 1982). 특히 한 집단에 대해 부과된 고정관념과 현격
히 다른 특출난 사례보다는 조금씩 다른 불일치 사례들이 많을수록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쉽게 변화된다(Weber & Crocker, 1983).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노인들에 자
주 노출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끝으로, 접촉가설에서는 세대간의 빈번한 접촉이 갈등을 해소하고 태도를 개선시
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인간의 모든 접촉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방향은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때 접촉의 양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이 더 중요하다(Amir, 1969 in Pinquart et
al. 2000; 한정란, 2000). 즉, 긍정적인 조건에서의 접촉은 편견을 감소시켜 주지만,
유쾌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접촉이나 부정적인 모델에 대한 노출은 오히려 부정적
인 편견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Seefeldt, 1987 in Pinquart et al. 2000). 또 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가 그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에만 제한된 채
일반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한 접촉의 경험을 갖는 것이 세대간의 갈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세대갈등의 해결에 관한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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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세대간의 문제가 단시간 내에 혹은 일회적인 사건에 의해 해결되지는 않는
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세대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는 점
이다. 이러한 세대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류와 접촉이 바로 세대공동체 교육
의 목적이다.
4. 세대공동체 교육
세대공동체(community of generations)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
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공동체 교육은 노인
과 다른 세대간의 접촉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들과 함께 경험하고 익히
고 학습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이다. 세대공동체 교육의 근거는 각 세대들은 비
록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 면에서는 다르다 해도, 전체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며, 오히려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활동할 때 서로간의 세대 차이로 인하여 인생 전체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한정란, 2001).
미국의 노화자문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는 세대 공동체 교육
을 “서로 다른 두 세대들 간의 협동, 상호작용, 또는 교환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것은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기술, 지식,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고
정의하였다(Short & Diamond, 1996). 또한 스트리멀 등(Stremmel, Travis, &
Kelly-Harrison. 1977)은 아이들이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삶의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고른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대공동체 교육은 다른 연령과 세대들이 한 세대공동체 내에서 교육적으로 의
미 있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감으로써, 그 동안 서로가 다른 세대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오해와 무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들
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다양한 배경과
연령,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에 폭넓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참
여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구체적인 모델과 만
나게 도와준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세대공동체 경험을 통하여 그 사회의 문화유산
과 전통, 그리고 역사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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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의 선행연구(김광숙, 1987; 박경란, 1994; 조성혜, 1990; 최춘혁, 1992;
Barton, 1999; Knapp, 2000; Pinquart 등, 2000; Porter & O'Connor, 1978; Ward 등,
1999; Aday 등, 1993; Carstensen 등, 1982; Glass & Trent, 1980)에서는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인식을 줄여주고, 세대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
히는 데 기여하거나(Knox 등, 1986), 서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켜 주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Caspi, 1984; Ward 등, 1999). 또 세대간의 접촉은 청소년의 자기
자신의 노화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며(Bringle & Kermer, 1993), 노인
과의 접촉은 세대간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끼친다(김혜경, 1997; 신귀연, 1995; Cartestenses 등, 1982).
그러나 노인과의 접촉이 오히려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Baggett, 1981; Caspi, 1984; Oljenik & LaRue, 1981; Revenson,
1989; Seefeldt, 1987; Ward 등, 1996; Scott 등, 1998)도 있다.

시펠트(Seefeldt.

1987)는 어린이들을 요양원(nursing home)의 노인들 같은 매우 수동적인 노인들에
게 노출시킨 결과, 어린이들에게서 오히려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밖에도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너무 구조화된 상
황에서의 세대간 활동 역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이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Oljenik & LaRue, 1981).
이러한 결과들의 불일치는 세대간 접촉이나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있어서 단순히
세대간의 접촉의 양이나 빈도보다도 그 접촉의 성격이나 접촉에 대한 선호도 등
접촉의 내용과 수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chwartz & Simmons,
2001). 또 접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연구에 따라 표집대상에 차이가 있
기 때문이거나 세대간의 접촉 경험 외에 조부모의 생존여부 및 방문횟수, 노인과의
동거경험, 영향력 있는 노인 존재의 유무, 노인과의 질적 관계 등 다양한 관련변수
의 차이가 세대간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구체적인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Aday

등,

1993;

Anderson-Hanley,

1999;

Chapman

&

Neal,

1990;

Dellmann-Jenkins 등, 1994; Glass & Trent, 1980; Knapp, 2000; Pinquart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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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 O'Connor, 1978; Ward 등, 199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1․3 세대 통
합 한 세대 만들기”,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빛평
생교육봉사단”, 그리고 개별 기관이나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세대공동체
봉사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최근 국내에서도 세대간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
로 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러한 세대공동체 교육의 효과에 관한 국내의 학문적 접근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내
에서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첫 연구는 한정란(1993)에 의해 소규모 집
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양승규(2002)에 의해 세대공동체 레크리에
이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국내의 두 개 선행연구는 모두 노인과 어린
이 혹은 청소년 두 세대 모두에서의 태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
정된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만으로 세대공동체의 효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 아래에서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첫째,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아동 및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 및 청소년과 그들 조부모 간 관계,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간 관계와
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조사 대상
본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은 2003년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대상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에 소재한 대건노인대학 노인학생
170여명 중 자원자 30명과 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드나드는 아동 및 청소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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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한 7세 아동 2명,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7명 등 30명
이었다.
3. 교육실시 기간
프로그램은 2003년 6월 2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
다. 매회 프로그램은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3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모든 프로그램은 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첫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직전 30분 동
안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분간 다시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시
주제

단계

진행 내용

준비물

전개

-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제기차기 시범을 보인다.
- 짝을 지어 학생들이 노인들을 따라 하도록 한다.
- 짝을 지어 제기를 던져주고 번갈아 차며, 함께 어울려 놀이를 한다.

콩주머니
제기

정리

- 오늘 재미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시간을 갖는다.
- 다음 시간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 함께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다.

간식

콩주머니 도입
제기차기

- 서로 인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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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
주제

단계

새끼줄

도입

꼬기

전개

진행 내용

준비물

- 인사를 나눈다.
- 교육내용을 소개한다.
-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짚을 다듬어 새끼 꼬는 것을 시범 보인다.
-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노인들을 따라 새끼를 꼰다.
- 함께 힘을 합쳐 긴 새끼줄을 완성한다.

짚

- 만든 새끼줄을 가지고 짝을 지어 줄넘기를 한다.

정리

- 오늘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시간을 갖는다.
- 다음 시간 내용을 소개한다.
-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다.

간식

3) 제3차시
주제

단계

소고춤

도입

진행 내용
- 서로 인사하기
- 교육내용 소개하기
-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소고춤 시범을 보인다.

전개

정리

준비물

- 학생들이 따라서 가락을 배운다.
- 함께 어울려 장단에 맞추어 세 가지 동작을 연습한다.
- 장구와 징에 맞추어 모두 함께 소고춤을 춘다.
- 오늘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시간을 갖는다.
- 다음 시간 내용을 소개한다.

소고
장구
징

간식

-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다.

5.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전-사후 태도 조사는 한정란(2003)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
용하였다. 한정란(2003)의 척도는 20쌍의 양측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의미분화척도
(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서, 각 문항마다 5점 척도(1점 : 가장 부정적～ 5점 :
가장 긍정적)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정보로는 성별(남, 여), 연령, 종교, 조부모 생존 여부, 조부모
현재 동거 여부, 조부모 과거 동거 여부, 조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와 조부모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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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어머니와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 방문 빈도, 조부모와의 통화 빈도 등을 질문
하였다. 사전 설문지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와 일반 질문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사후 설문지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만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사전검사의 신뢰도는 .8323, 사후검사
의 신뢰도는 .8789로 척도로서의 신뢰도를 충분히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6. 자료의 처리 방법
자료의 처리방법은 SPSS Windows 10.0 프로그램에서 t-test, paired t-test, 일원
분산분석, Pearson 상관계수 등을 분석하였다.
<표 1> 아동 및 청소년 참여자의 특성
변인
성별

구분
남

14(46.7%)

여

16(53.3%)

유치원생
연령

초등 1, 2학년
초등 3, 4학년
초등 5, 6학년
중 1, 2학년

종교

생존
조부모수

현재동거
과거동거

빈도(%)

없음
기독교, 천주교

2(6.7%)

변인

외조부모

7(23.3%)

방문회수

6(20.0%)
16(53.3%)
4(13.3%)
4(13.3%)

1명
2명
3명

6(20.0%)
10(33.3%)
6(20.0%0

4명

8(26.7%)

동거

16(53.3%)

비동거

14(46.7%)

동거
비동거

18(60.0%)
12(40.0%)

빈도(%)

동거하고 있음
친조부모
방문회수

3(10.0%)
10(33.3%)
8(26.7%)

불교
기타

구분

친조부모
통화회수

외조부모
통화회수

동거경험
여부
총계

14(46.7%)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사망

5(16.7%)
5(16.7%)
6(23.3%)

동거하고 있음
월 1회 이상

8(26.7%)
7(23.3%)

월 1회 미만
사망

13(43.3%)
7(23.3%)

동거하고 있음
월 1회 이상

14(46.7%)
6(20.0%)

월 1회 미만
사망

4(13.3%)
6(23.3%)

동거하고 있음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8(26.7%)
7(23.3%)
9(30.0%)

사망

7(23.3%)

있음
없음

23(76.7%)
7(2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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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은 남자 14명, 여자
16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만 6세부터 15세까지였으며,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
년생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또 모든 응답자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조부모가 생
존해 계신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조부모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응답자는 16명
이었으며,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18
명, 그리고 현재 혹은 과거에 조부모와 함께 살거나 살았던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76.7%에 해당하는 23명으로 나타났다. 또 조부모에게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를 하는 회수는 동거하거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를 제외하면 월 1회 이상과
월 1회 미만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2. 사전-사후 태도의 변화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의 프로그램 사전-사후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paired t-test로 검증한 문항별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도 응답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범위(50-70점)를 벗어나 매우 긍정적인 범위 안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결과는 높은 동거율
(53.3%)이 시사해 주듯이, 농촌지역 내에서 비교적 조부모를 비롯한 노인들과의 빈
번한 접촉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각 문항별 변화를 살펴보면, 20개 문항 모두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더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그 중 8개에서 나타
났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세대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을 경험
한 후에 노인에 대하여 더 깨끗하고, 세련되고, 건강하고, 유식하며, 똑똑하고, 재주
가 많고, 착하고, 명랑하다고 생각하도록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

169

<표 2> 노인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사전-사후 paired t-test 결과
문

항

사전 평균(SD)

사후 평균(SD)

깨끗하다-지저분하다

4.07(1.015)

4.57( .728)

-2.055*

잘생겼다-못생겼다
세련되다-촌스럽다
건강하다-허약하다

3.70(1.149)
2.87(1.196)
3.10(1.423)

3.83(1.053)
3.97(1.098)
4.23(1.040)

-4.65
-4.649***
-3.954***

침착하다-덤벙대다
유식하다-무식하다
똑똑하다-멍청하다

4.13( .900)
3.63(1.586)
3.83(1.315)

4.33(1.155)
4.43( .935)
4.33(1.028)

-.828
-2.476*
-2.548*

중요하다-쓸모없다
재주가 많다-잘 하는 게 없다
남을 잘 믿는다-의심이 많다

4.50( .777)
3.90( .923)
3.90( .995)

4.63( .964)
4.60( .621)
4.27( .980)

-.779
-3.751***
-1.578

착하다-못됐다
부지런하다-게으르다

4.03(1.098)
4.40(1.037)

4.67( .959)
4.50(1.106)

-2.670*
-.593

재미있다-재미없다
용기가 있다-비겁하다
불만이 없다-불만이 많다

4.17(1.234)
4.30( .750)
3.80(1.215)

4.37( .928)
4.50( .731)
4.13(1.106)

-.691
-1.185
-1.153

책임감이 있다-책임감이 없다
명랑하다-우울하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4.10( .995)
3.30(1.368)
4.40(1.070)

4.40(1.037)
4.27(1.112)
4.47(1.224)

-1.361
-3.093**
-.273

너그럽다-이기적이다
정직하다-거짓말을 잘 한다

4.33(1.061)
4.27( .907)

4.60( .894)
4.43(1.165)

-1.246
-.796

78.73(10.95)

87.53(11.06)

합계

paired-t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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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는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어린 참여자들로 하여금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참여자의 기타 변인에 따른 태도 차이 분석
세대공동체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이외에 대상자의 기타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
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성별, 학년, 종교, 조부모와
의 현재 동거여부, 과거 동거여부, 동거경험, 조부모 방문회수, 조부모와의 통화회
수 등 어떤 독립변인에 대해서도 노인에 대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에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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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3> 변인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결과

문 항

노인에 대한 태도(사전)
M(SD)

남성

77.29(11.85)

여성

80.00(10.32)

유치원
1, 2 학년
3, 4 학년

92.00( 8.49)
76.67(13.31)
80.00( 8.82)

5, 6 학년
중학생

74.00(12.07)
78.73(10.95)

동거
비동거

77.74(11.23)
82.00(10.07)

없음
기독교, 천주교

74.83(13.61)
80.13( 9.18)

불교
기타

79.75(12.45)
78.00(15.21)

방문회수

동거 혹은 사망
월1회 미만
월 1회 이상

75.57( 8.87)
79.82(11.97)
80.75(10.98)

통화회수

동거 혹은 사망
월1회 미만
월 1회 이상

73.14( 8.21)
80.40(10.22)
80.46(12.41)

성별

학년

동거경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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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671

1.236

노인에 대한 태도(사후)
M(SD)
87.00(11.42)
88.00(11.09)
92.50( .71)
80.17(11.29)
89.2(11.97)

t/F
-.243

1.561

88.86( 8.93)
87.53(11.06)
.898

.333

88.04(10.17)
85.85(14.42)
83.83(13.96)
89.44(10.73)
88.50(13.77)
84.50( 5.74)

-.451

.465

85.71(10.61)
.195

92.27( 8.84)
84.25(12.40)

-1.771

86.14(10.96)
-.013

85.10(12.29)
90.15(10.44)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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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관계 간의 상관
사전 태도 점수, 사후 태도 점수, 응답자와의 관계, 조부모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조부모와 어머니와의 관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이 나타
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자신과 조부모간의 관계는 학생의 아버지와
조부모, 어머니와 조부모 간의 관계와 유의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 아버지와
조부모 간의 관계와 어머니와 조부모 간의 관계 사이에도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그 자녀와 조부모
의 관계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자녀들의 일반적인 노
인에 대한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한
정란, 김귀자, 2003)와 비교해 볼 때, 부모-조부모 관계와 자녀-조부모 관계 간에 상
관을 나타낸 것은 일치하지만, 부모-조부모 관계와 부모의 일반 노인에 대한 태도
간에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는 성인인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한정란, 김귀자, 2003)에 비하여 본 연구의 대상
자들은 아직 어려서 조부모와의 특별한 관계를 일반 노인에 대한 태도로까지 일반
화 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조부모와의 관계와 태도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조부모 관계 어머니-조부모 관계
본인-조부모

.645***

아버지-조부모
어머니-조부모
사전 태도점수
*** p< 0.001, ** p<.01, * p<.05.

사전 태도점수

사후 태도점수

.667***

-.146

.031

.853***

.087
.149

.333
.313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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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는 이전의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들(Aday 등, 1993; Anderson-Hanley,
1999; Chapman & Neal, 1990; Dellmann-Jenkins 등, 1994; Glass & Trent, 1980;
Knapp, 2000; Pinquart 등, 2000; Porter & O'Connor, 1978; Ward 등, 1999; 한정란,
1993; 양승규,2002)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
의 성별이나 학년, 종교, 조부모 변인이나 조부모와의 접촉 정도가 아니라, 세대공
동체 교육과 같은 호혜적이고 긍정적인 노인과의 경험이다. 물론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김수영 등, 2002; 임영신 등, 2002), 조부모와의 동거경험(Bekker & Taylor,
1966; 한정란, 2000; 김수영 등, 2002; 임영신 등, 2002)이나 의미있는 노인의 존재
(Hawkins, 1966; 한정란, 2000; Han, 2002; 원영희 외, 2002; 김수영 등, 2002) 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외에 아동 및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공동체 교육과 같은 노인과의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경
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들과 그들 조부모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 부모와 조부모 간의 관계이다. 또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는 조부모와
의 관계와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선행연구(한정란, 김귀자, 2003)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과
조부모 간 관계의 질이 그들의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노인 참여자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
인들의 태도 변화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대공동체 교육은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호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세대공동체 교육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
에게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자의 해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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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다양한 학력의 노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변
화에 대해서도 조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의 노인들과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간
에는 노인인구 비율, 생활양식, 가족형태 등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
라서 농촌 지역의 노인과 청소년들 뿐 아니라 도시 지역,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대상들에 대하여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효과만을 검증하는 데 그쳤다. 교육 후에 바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 태도 변화의 효과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지속되지 못하거나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바로 사라진다면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이에 교육 전과 후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수 개
월까지의 지연효과를 함께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간
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전-사후-지연 반복 측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
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또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직접 참여한 집단과 교육
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 검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체계
적인 연구설계를 통하여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학습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함으로써 통계적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
복적인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대상,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과 노인들
뿐 아니라 성인 집단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대간의 활동을 매개로 하는 세대공
동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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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n intergenerational
education program using a sample of 30 children and youths. The program applied
in this research consists of three modules and each module takes one hour. The
results are as follows : ① The children and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changed more positively after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②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terms of
gender, grade, religion, the number of alive grandparents, whether to live or have
lived with grandparents, frequency of visiting and calling to grandparents, and etc.
③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cipants and their grandparents did not seem to be
associated with their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significantly, but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cipants and their grandparents wa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of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significantly.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nd the practice in educational
gerontology are discussed.
Key Words :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he Community of Generations, The Edlerly,
Children, Yo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