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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집단 간의 접촉이 편견을 완화시킨다고 보는 ‘집단 간 접

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을 토대로 노인과의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ageism)1)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아동의 연령차별주

의의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바

람직성으로 인해 개인의 편견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의 예측요인만을 탐색했다는 제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성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묵적 연

령차별주의’의 예측요인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이 때 아동이 대상에 

따라 노인과 맺는 관계 및 접촉 특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이웃 노인과 

조부모와의 접촉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에 집단면접조사방식(Collective interview survey 

methods)으로 수집된 「한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프로젝트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 및 수도권 7개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하며 ‘척도, 설문문항, 검사지를 아동 맞춤

형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적인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크기는 

명시적 태도의 경우 479명이고 암묵적 태도는 486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변수간의 관계파악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이 사용되었으며, 노인

과의 접촉이 명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노인과의 접촉이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열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명시적 연령차

1) 본래 연령차별주의(ageism)란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집단(노

인)에게 사회적 기회나 자원을 배제하고,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 하

는 거시적 이데올로기(이상림, 2009)로 정의되며, 노인에 대한 편견어린 태도와 차별 

및 배제의 행위는 연령차별주의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기제로 논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주의를 ‘노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일컫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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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암묵적 연

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구분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

의를 지지하였다. 둘째, 아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 명시적 연

령차별주의 척도를 종속변수로 한 예측요인들의 실제 효과는 연령차별주

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령차별주의의 표출의 정도를 완화하는 

한정적인 효과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노인과의 접촉은 전반적으로 아

동의 연령차별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가 

인구학적 특성을 불문한 대부분의 아동에게 팽배함에도, 이러한 연령차

별주의의 표출을 완화하는 지점에 노인접촉이 있으며 내면의 연령차별주

의 완화는 조부모 접촉의 양에 의해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받았다. 넷째, 

조부모 접촉과 이웃 노인 접촉이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

였다. 이웃 노인접촉 경험은 연령차별주의의 표현에 한정된 영향을 보인 

반면, 조부모 경험은 노인에 대한 편견 표출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긍정적 인식 자체를 함양하는 것과도 미약하게나마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접촉의 지속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노인에 대한 

태도를 단면적인 의미로 측정하였다는 점, 자료 수집의 특성상 교실과 

학교 단위 응답자의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지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태도의 예측요인을 실증적

으로 탐색하고, 두 수준의 태도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됨을 밝혔

다는 점, 그리고 노인과의 접촉의 연령차별주의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개인화된 암

묵적 연령차별주의의 측정이 요구되며, 또한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예

방법을 찾기 위해 노인을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합한 광고나 매체에 대한 

노출이 갖는 효과 등, 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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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 암묵적 태도(Implicit 

attitude), 명시적 태도(Explicit attitude), 조부모(Grandparent), 이

웃 노인(Older adults in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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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집단 간의 접촉이 편견을 완화 시킨다고 보는 ‘집단 간 

접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을 토대로 노인과의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ageism)1)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아동 연령차별주의

의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바람

직성으로 인해 개인의 편견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명

시적 연령차별주의’의 예측요인만을 탐색했다는 제한점에 주목하여 본

고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암묵적 연령차별주

의’의 예측요인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이 때 아동이 대상에 따라 

노인과 맺는 관계 및 접촉 특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이웃 노인과 조부

모와의 접촉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 고령사회 진입을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통계청, 2016).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생산 중심적 가치’와 ‘젊음 

중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장기적인 사회의 부양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 경제적 

의제에서 세대갈등을 부각하는 여론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노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일컫는 ‘연령차

1) 본래 연령차별주의(ageism)란 역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집단(노인)에게 사
회적 기회나 자원을 배제하고,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거시적 이데올로기(이상림, 2009)로 정의되며, 노인에 대한 편견어린 태도와 
차별 및 배제의 행위는 연령차별주의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기제로 논의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주의를 ‘노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일컫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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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의(ageism)’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의 연구들은 한국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다른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에 

비해 부정적이라고 보고한다(김욱, 2002; 이상림, 2009).

연령차별주의는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세대통합을 저해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nt, 1996; Levy, 2003; Nussbaum, Pitts, Huber, 

Krieger, & Ohs, 2005; Robb, Chen, & Haley, 2002; Whitbourne & 

Sneed, 2002). 성차별(sexism)이나 인종차별(racism)과 마찬가지로, 연령차

별적 인식과 행동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회문화

적 구조를 통해서 재생산되며 무의식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노인 집단에서 조차 이를 수용하여 차별구조를 당연시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김주현, 2009).

한국사회의 연령차별주의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한국 아동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암묵적으로는 이미 연령 차별적이라는 최근의 연

구 결과로도 드러난다(한경혜, 석민애, & MaloneBeach, 2017). 아동의 태

도는 대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정서와 유사하게 발달하므로(Schwalbach 

& Kiernan, 2002) 일상 언어와 미디어 광고 등 사회 깊숙이 연령차별주

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생각과 가치가 사회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으며 연령차별주의가 아동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일까, 아동이 노인을 부정적으로 바라

보고 있음에도 아동기는 연령차별주의 해법 논의에서 배제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생애과정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 따르면 개인의 발

달은 기본적으로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아동기의 연령차

별적 태도는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연령차별

주의는 연소집단의 노화불안(Aging Anxiety)을 유발하여(Allan & Johnson, 

2009; Allan, Johnson, & Emerson, 2014; Boswell, 2012; 김민희, 2013) 이

들의 미래자아상과 노화 과정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Nelson, 

2005) 생애 초기부터 적절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측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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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동의 연령차별주의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입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기라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개입방법이 탐색 

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예방

할 수 있을까? 구체적 개입방법과 인과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현 단계에

서는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의 관련 요인에 대한 개괄적인 탐색이 필요하

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차별주의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문헌이 

국내에는 없으며, 해외 연구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이다. 대상을 청소

년과 대학생까지 확장하면 예측요인 탐색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

난다. 먼저, 노화불안이나(Allan & Johnson, 2009; Allan et al., 2014; 

Boswell, 2012; Harris & Dollinger, 2001), 죽음불안(Martens, Goldenberg, 

& Greenberg, 2005), 성격의 5대 요소, 감사성향, 공감기질(Allan et al., 

2014)과 같은 연령차별주의의 개인 내적 형성에 주목하는 관점이 있으

며, 특히 노화불안과 죽음불안은 연령차별주의를 인류 보편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는 진화론적 관점과 맞닿아있다. 사회적 요인의 영향

도 간과할 수 없다.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로는 비친족 노인과의 접촉

(Aday, Sims, McDuffie, & Evans, 1996; Bales, 2000; Hannon & Gueldner, 

2008; Smith et al., 2016; Sullivan, 2008)이나, 조부모 동거(Smith et al., 

2015; 김윤정 & 이창식, 2004; 이시형, 이재현, 정선아, & 정현희, 1999; 

장윤옥, 2002; 김연수, 199), 그리고 부모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청소년 자녀의 태도 간의 관련성이 탐색 된 바 있다(장윤옥, 2002).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접근 중 하나로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 중 하나라는 집단 간 접촉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 Allport, 1954)에 근거하여, ‘노인과의 접촉’이 지니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접촉 효과를 검증

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고 성인을 대상으로도 접촉의 복합적인 측면을 반

영하여 엄밀히 검증한 문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서구에서 접촉 효과는 

연구 참여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연령차별주의 영향요인 중 비교적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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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Aday et. al., 1996; Bales, 2000; Hannon 

& Gueldner, 2008;  Smith et al., 2016; Sullivan, 2008; Tam, Hewstone, 

Harwood, Voci, & Kenworthy, 2006).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접촉의 

지속성이나 빈도를 포함한 접촉의 양적 요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상

이한 견해를 보이지만(Aday et al., 1996; Hannon & Gueldner, 2008), 질

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촉이 공통으로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의 경우 노인 접촉빈도나 접촉내용의 문화적 맥락이 서구와 상이하여 접

촉의 효과가 발휘되는 조건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노인 접촉의 효과가 

국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노인접촉 효과의 풍부한 논의를 위

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예측변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

된다. 성차별(Sexism)이나 인종차별(Racism)과 함께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편향이 생기는 대표적인 편견 태도인 연령차별주의는 개인의 

의식적 여과를 거쳐 겉으로 표현되는 ‘명시적 태도’와, 개인의 의도와 

의식의 영향이 배제된 ‘암묵적 태도’의 두 층위로 구성된다(Greenwald 

& Banaji, 1995). 쉽게 말하면, 표현형과 비표현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태도가 이처럼 두 층위로 구분되는 이유는 교육적, 제도적, 문화적인 사

회화를 통해 집단 간 평등과 공평함을 추구하는 가치가 확대되면서, 사

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의식하여 노인이나 성별, 인종에 대

한 편견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기 때문이다(Greenwald et al., 

2002).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편견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스스로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여 특정 대상에 대

한 자신의 무의식적 수준의 부정적 태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

기 때문에(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Tam et al., 2006) 응답자의 의식적 작용이 허용되는 태도 조사에

서는 내면의 편견 수준이 과소 추정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

는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개념과 측정을 함께 사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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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어왔다. 

명시적 연령차별주의만으로 내면의 태도까지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에는 실증연구에서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상

관2)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Babcock, MaloneBeach, Hannighofer, & 

Woodworth-Hou, 2016; Levy & Banaji, 2002; 한경혜 외, 2017). 따라서 

명시적 태도는 규범에 따라 조절된 편견의 ‘표출’이라는 독립적 의미

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두 종류의 연령차별주의가 서로 다른 수준의 태

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예측요인의 효과 분석에도 두 연령차별주의 각각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Lai, Hoffman, & Nosek, 

2013), 만약 한 종류의 연령차별주의만을 분석한다면 예측요인 효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예측변수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명시

적 연령차별주의와의 관계만을 탐색하여 연령차별주의 해결방안을 논의

하였다(Aday, McDuffie, & Sims, 1993; Allan et al., 2014; Bales, 2000; 

Boswell, 2012; Hannon & Gueldner, 2008; Smith et al., 2016; Sullivan, 

2008; 김연수, 1993; 김윤정 & 이창식, 2004; 이선자, 1989; 이시형 et al., 

1999; 장윤옥, 2002). 해당 요인들은 연령차별적 태도의 표출을 감소시키

는 요인임이 확인된 것일 뿐 내면의 연령차별주의까지 감소시킬 것인지

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암묵적 태도를 반영한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아동 외에 모든 연령대까지 범위를 확장했을 때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의 예측요인을 분석한 문헌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접촉이 연령

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 Tam과 동료들(2006)의 연

구가 유일하다. 이 논문에서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

2) 개념적 차원에서 구분되는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실증적
인 면에서 측정된 두 태도 점수 간의 상관이 낮을 때에 분석적 유용성을 갖
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 사이의 상관은 사회적 범주의 유형에 따라 높게 나
타나기도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Nosek &Smyth, 2007). 예를 들어 나이나 장
애에 대한 태도는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상관이 특히 약하고(r<.15) 
성적지향이나 정치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을 보인다(r>.45; Nosek, 
Smyth, et al., 2007). 이러한 상관의 차이는 부정적 태도의 보유, 또는 부정적 
태도의 표현에 작용하는 사회적 압력의 크기가 사회적 범주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Nose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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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예측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동안 연령차별주의 완화의 

강력한 변수로 논의되었던 노인접촉의 질은 편견의 표출에 영향을 미쳤

지만, 암묵적인 태도까지 완화하지는 못하였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는 

오히려 접촉의 양과 관련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명시적 태도에 대

한 분석만으로는 예측요인의 효과를 잘못 해석할 위험을 보여줄 뿐만 아

니라, 암묵적 태도를 고려하는 경우 접촉의 양과 질의 효과에 대한 접촉

이론의 기존 논의에 새로운 결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본 연구

는 연령차별주의를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로 구분

하여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험환경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노인 접촉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프로그램 사전 사후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Aday et al., 1996; Bales, 2000; Hannon & Gueldner, 2008). 이러한 조사 

방식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접촉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지만,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노인과 만남과 상호작용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현

실의 접촉이 지니는 효과를 확인하려면 일상생활의 접촉과 아동의 연령

차별주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노인접촉 경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친

족 노인 접촉과 친족 노인 접촉의 영향력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노인은 친족 관계인 조부모와 비친족 관

계인 이웃 노인으로 나뉜다. 조부모와 이웃 노인은 공통으로 노인이라는 

외범주로 묶인다는 점에서 아동의 노인일반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경우 이웃 노인과 달리 아

동에게 외범주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라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자원으로 한 

내범주이기도 하므로, 두 집단과의 접촉은 상이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에게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친족의 의미와 영향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조부모와의 접촉이 이웃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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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 이웃 노인 

접촉의 영향 모두에 대한 탐색과 비교가 요구되지만, 서구와 국내의 연

구 경향은 각각 아동이나 청소년의 비친족 노인 접촉(Aday et al., 1993; 

Bales, 2000; Hannon & Gueldner, 2008; Sullivan, 2008)과 청소년과 대학

생의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김연수, 1993; 김윤정 & 이창식, 2004; 이시

형 et al., 1999; 장윤옥, 2002)3)으로 주제가 양분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조부모 및 이웃 노인접촉 

경험의 ‘양’과 ‘질’적인 측면이 연령차별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 때 연령차별적 태도는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로 나누어 예측변수와의 관련성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접촉효과의 엄밀한 검증을 통해서, 아동의 연령차별주의 예방 방

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거 효과 연구는 동거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접촉 빈도와 상호작용의 증가
가 연구 대상의 연령차별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반영되
었다는 점에서 접촉효과 검증과 같은 이론적 토대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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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노인과의 일상적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적 접촉은 접촉이론의 논의에 

따라 ‘접촉량’과 ‘접촉 질’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며, 아동이 일

상에서 만나는 노인을 대상에 따라 조부모와 이웃 노인으로 구분한다. 

또한,연령차별적 태도가 명시적 수준과 암묵적 수준으로 나타나며 두 태

도가 다르게 해석됨을 근거로 예측요인의 명확한 효과 분석을 위하여 일

상적 접촉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화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는 유사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가? 

   1-1.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의 상관은 어떠한

가?

   1-2.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가?

2. 노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2-1. 조부모와의 일상적인 접촉의 양적/질적 측면은 아동의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조부모와의 일상적인 접촉의 양적/질적 측면은 아동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이웃 노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의 양적/질적 측면은 아동의 암묵

적 연령차별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4. 이웃 노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의 양적/질적 측면은 아동의 암묵

적 연령차별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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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고찰

제 1 절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연령차별주의는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체계적

인 고정관념 또는 차별”로 정의되는데(Butler, 1969), 연구의 관심사와 

논의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한다. 연령차별주의의 개념을 

확장한 대표적인 학자인 Palmore(1999)의 경우 노인만이 아니라 어느 연

령층이든 역연령을 기준으로 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

았으며, 나아가 연령차별주의가 부정적 감정과 인식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긍정적인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한편에서는 

연령차별주의를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

럼 연령차별주의는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단순하게 논의할 

수 없는 복합성을 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심사에 맞게 논의의 

초점을 명료화하기 위해 연령차별주의를 노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인

식을 포함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연령

차별의 행동적 측면은 본 연구에서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편견 태도가 갖는 특성 때문에 연령차별주의의 실태와 예방법을 엄밀

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령차별주의의 개념을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로 다시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태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태도를 의식화하는데, 이처

럼 의식화를 거쳐 표현된 태도를 ‘명시적 태도’라고 하고, 의식적 여

과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 의한 태도를 ‘암묵적 태도’라

고 한다((Dovidio et al., 2000; Greenwald & Banaji, 1995). 사회적으로 민

감한 이슈인 인종, 성, 연령 등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두 

태도 간의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편견에 의해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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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자신을 편견이 없는 사람

으로 지각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적 수준의 부정적 태도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Tam et al., 2006). 이에 한 대상

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태도 측정 외에

도,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암묵적 태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aji, Baron, Dunham, & Olson, 2008). 

인종차별을 연구한 문헌들은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상관이 낮

은 경우 편견의 실태 파악과 편견형성의 기제, 그리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 역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로 나누어 이

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Lai, Hoffman, & Nosek, 2013).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모두 개인의 행동에 대해 때로는 상호 결합적인, 때로는 각각 독립적인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더욱이 두 태도는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형성

되는 영향이 다르고(Rangansth & Nosek, 2008; Ratliff & Nosek, 2011; 

Rydell & Mcconnell, 2006) 구분되는 심리 기제를 통해 작동하며

(DeHouwer, Teige-Mocigemba, Spruyt, & Moors, 2009) 그 결과, 변화의 

경로도 다를 것으로(Gawronski & Bodenhausen, 2006) 논의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아동의 연령차별주의 논의를 살펴보면, 우

선 명시적 연령차별주의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증

거는 실증연구에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암묵적 척도로 연

령차별주의를 측정한 경우,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일관되게 연령차별적인 

태도가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Castelli, Arcuri, & Zogmaister, 2003; 

Castelli, Zecchini, Deamicis, & Sherman, 2005; Tam et al., 2006; 방희정 

& 이현지, 2012) 명시적 연령차별주의를 측정한 경우에는 노인과 연소집

단에 대해 중립적이거나(Hummert, Garstka, & Shaner, 1997), 오히려 노

인을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Davidovic, Djordje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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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eg, Despotovic, & Milosevic, 2007; Hoe & Davidson, 2002; 

Lichtenstein et al., 2003; Marks, Newman, & Onawola, 1985; Newman, 

Faux, & Larimer, 1997). 더욱이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

주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뿐더러 

매우 낮게 나타났다(Babcock et al., 2016; Levy & Banaji, 2002; 방희정 

& 이현지, 2012; 한경혜 외, 2017). 이 결과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보

고하는 과정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크게 작용하여 명시적 척도의 사

용이 암묵적 수준의 연령차별주의를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다. 인종차별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차별주의 연구에서도 실태와 형성 

원인, 그리고 변화요인의 파악에 있어서 두 종류의 태도를 구분하여 분

석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개념의 구분되지 않은 

혼용은 연령차별주의 예방 및 개입 논의를 위한 예측요인의 효과 분석에 

있어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명시적 척도로 도출된 응답이 실

제 태도를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만을 수행하였으며(Aday et al., 1993; Allan et al., 2014; Bales, 2000; 

Boswell, 2012; Hannon & Gueldner, 2008; Smith et al., 2016; Sullivan, 

2008; 김연수, 1993;  이선자, 1989; 이시형 et al., 1999; 장윤옥, 2002), 

전 연령을 통틀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관련요인에 대해서는 대학생을 

분석한 한 편의 논문이 발견될 뿐(Tam et al., 2006), 아동의 암묵적 연령

차별주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태

도는 관련이 낮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 연령차별주의의 해법으로 분석

한 요인들은 연령차별적 생각의 표현이 용인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

일 뿐 내면의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영향력은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연

령차별주의는 언어적 표현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명

시적 연령차별주의의 감소로 인해 사회에서 공개적인 연령차별주의의 표

현이 줄어드는 것 역시 잠재적으로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감소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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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주의의 영향요인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이 병행될 때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정밀한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생의 연령차별주의 예측요인을 분석한 Tam 과 동료들(2006)의 연

구는 이러한 논의를 지지한다. 이 연구는 아동 외에 모든 연령대까지 범

위를 확장 했을 때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예측요인을 분석한 유일한 연

구이자 노인접촉 영향의 메커니즘을 탐색한 유일한 논문이다. 일반노인

과 경험하는 접촉의 양과 질이 대학생의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매개한다고 보고, 조부모와

의 자기 노출 정도, 불안을 느끼는 수준, 그리고 공감하는 정도라는 세 

개의 변수를 활용해 관계를 탐색하였다. 일반 노인을 자주 접촉하고 접

촉의 질이 높은 경우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노출을 더 잘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기 노출이 많은 경우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

는 불안은 낮았지만 공감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부

모와 이와 같은 관계를 경험할 때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명시적 태도와 달리 

암묵적 태도는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적 측면과 비친족 노인과의 접촉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암묵적 태도를 설명한 유일한 변수

는 비친족 노인과의 접촉량이었으며, 접촉의 빈도가 높고, 많은 노인을 

알수록 암묵적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가 비친족 노인 접촉량을 제외한 변수 대부분과 

무관한 결과가 나타난 점에 대해 Tam과 동료들(2006)은 암묵적 태도 자

체의 특성보다는 IAT로 측정한 암묵적 태도의 특성을 근거로 설명하였

다. Karpinski 와 Hilton (2001)의 환경연합모델(Environmental Association 

Model)에 따르면 암묵적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중에서 좋

은 것(긍정적) 나쁜 것(부정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대상을 분류한 

경우, 결과가 보여주는 암묵적 태도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습득된 경험이

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노인과 젊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 연합에 

노출된 정도를 반영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암묵적 연령 연합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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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높은 연령차별 점수는 개인이 노인보다 젊은 사람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보다, 주변 환경에서 젊은 사람-긍정적 노

인-부정적 연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개인 외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암묵적 연합검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더 개인적인 

연합을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 버전(Personalized IAT)이 Olson& 

Fazio (2004)4)에 의해 설계되기도 하였다. 

명시적 태도의 한계로 인해 암묵적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 태도의 분석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태도는 편

견표출에 대한 응답자의 의식적 통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에 암묵적 

척도와 함께 활용되는 경우, 두 척도에 대한 응답 차를 이용하여 응답자

가 속한 문화와 교육환경의 ‘편견표출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하는 간

접적인 정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한경혜 외, 2017), 개인적 수준에서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편견표출에 대한 민감도 혹은 ‘당위적 기준과 실제

적 인식의 괴리’가 반영된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두 개념을 구분하되, 명시적 척도와 암묵적 척도 중 한 가지 척도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두 측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Tam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암묵적 연령차별

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의 두 수준으로 측정하고, 사회인구학

적 변수와 일상적인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두 수준의 태도와 각각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여, 암묵적 연령차별주의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같은 요인으로 설명이 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암묵적 태도의 측정방법

으로는 다양한 측정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암묵적 연합검사

를 사용할 것이며, 암묵적 연합검사의 다양한 버전 중에서 아동의 연령

4) ‘개인화된 암묵적연합검사(personalized IAT)’와 보편적인 암묵적연합검사(IAT)의 차이
는 주관적 평가에 사용되는 형용사 표현이다. 기본 버전은 좋음/불쾌함
(Pleasant/Unpleasant)이라는 분류명을 사용하지만, 개인화된 태도를 측정하는 버전은 
‘내가 좋아하는(I like)’ ‘내가 싫어하는(I dislike)’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환경적
이고 문화적인 연합보다 참여자 개인적인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Olson & 
Fazi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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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주의를 측정하도록 개발된 지필형 암묵적 연령연합검사(Child 

Age-IAT; babcock et al., 2016)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화된 암묵

적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 외적 영향력이 반영되는 기본형 암

묵적 연합검사인데, 국내에서 기본 버전과 개인화된 버전 모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분석 단계로 

암묵적 연합검사의 기본 버전을 사용하여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제2절 집단 간 접촉이론: 노인 접촉과 연령차별주의의 관

계

‘노인과의 접촉’은 연령차별주의 영향요인 중 비교적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은 주제이다(Aday et al., 1996; Allan et al., 2014; Bales, 2000; 

Christian, Turner, Holt, Larkin, & Cotler, 2014; Hannon & Gueldner, 

2008; Smith et al., 2016; Sullivan, 2008; Tam et al., 2006; 김윤정 & 이

창식, 2004; 이선자, 1989; 장윤옥, 2002). 사회가 점차 연령에 따라 분화

되면서 세대 간 접촉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Riley & Riley(1994)의 논의는 

역으로 연령 분절화된 사회에서 접촉이 세대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

소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 접촉의 중요성과 효과는 집단 간의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성 소수자, 인종, 그리고 성에 대한 차별 등, 편

견을 연구한 Allport(1954) 가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효과에 관해 세운 

가설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Pettigrew(1998)가 정교화하여 이론으로 발전

시키고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Allport는 접촉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

서 접촉이 일어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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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접촉이 다른 인종과 성별에 대한 위협감을 없애고 편견을 낮추

기 위해서는 1) 동등한 지위에서 접촉이 발생해야 하며, 2)동일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3) 집단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4)법이나 제도적 지지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Christian et al., 2014에서 재인용). 이후 많은 연구

가 명시적 편견 완화에 효과적인 조건을 찾는 데 몰두한 결과, 단순한 

접촉빈도 보다는 접촉의 질이,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로의 경험이 편견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Christian et al., 2014; 

Knox, Gekoski, & Johnson, 1986). 일부 연구에서는 접촉의 ‘양’이 독

자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결과는 순수하게 접촉의 횟수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욱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며(Amir, 1969), 이를 보여주듯 접촉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접촉빈도의 증가는 많은 경우 편견을 완화하지 못

하였다(Islam & Hewstone, 1993). 집단 간 접촉이론의 논의를 종합하면, 

접촉의 효과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접촉의 질은 높은 수준의 접촉이 이루어질수록 편견완화에 효과적인 

독립적인 영향이 기대되며, 접촉빈도의 증가는 접촉의 질이 담보되는 경

우에 한 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촉의 이러한 효과와 작동양상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도 유효할

까? 대학생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접촉의 관계를 분석한 Tam과 동료

들(2006)의 연구는 접촉의 ‘양’과 ‘질’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시사

점을 제공한다. 접촉이 질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관련이 없었던 반

면, 접촉이론에서 그동안 편견 감소에 있어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게 평

가되어 온 접촉의‘양’만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유

일한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마더 테레사와 같이 긍

정적으로 평가되는 노인의 예시에 노출되는 것이 암묵적 연합검사로 측

정한 암묵적 태도를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Dasgupta & Greenwald, 

2001)와 단순한 접촉의 증가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연합을 유도한 결과

(Bornstein, 1989; Zajonc, 1968)와 맥을 같이하며, 접촉의 양과 암묵적 태



- 16 -

도의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처럼 접촉 효과가 암묵적 연령차별주

의에 대해서는 상이한 기제를 지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 접촉의 연

령차별주의 완화 효과는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해 각각 검증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와 접촉의 관련성 역시 명시적 태도에 한정된 분

석만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과 비친족 노인이 함께 참여

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전 사후 비교 방식(Aday et 

al., 1996; Hannon & Gueldner, 2008)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계방식

에서는 현실의 접촉 효과를 할수 없는 제약이 따르지만. 이들 연구 결과

는 접촉의 양과 접촉의 질이 아동의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annon 과 Gueldner(2008)의 연구에서는 단순

한 접촉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업하는 것과 같이 접촉의 질이 보

장된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의 접촉임에도 아동의 태도를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한편 Aday와 동료들(1996)이 9개월에 걸쳐 지속

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연구 직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령차별 태도 점수의 차이가 1년과 5년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연구들

은 연령차별주의 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접촉 ‘기간’에 대해

서는 견해가 다르지만, 공통으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촉이 효과적임

을 보여주면서, 아동의 접촉 효과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의 내용 및 상호

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반영하는 ‘질적 측면’과 접촉의 빈도나 

지속성을 나타내는 ‘양적 측면’의 두 가지로 검증 요소를 나누어 접근

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접촉이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

는 노인과의 접촉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노인접

촉이 암묵적/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접촉 효과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접촉량은 접촉

의 질이 담보될 때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근거로 접촉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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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접촉 질의 조절 효과가 있는

지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상노인접촉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논의하고

자 한다. 

제3절 조부모 및 이웃 노인 접촉과 아동의 연령차별주의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노인 접촉은 조부모 접촉과 이웃 노인 

접촉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

와 접촉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비친족 노인과의 세대통합프로

그램 참여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동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조부모의 영향을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 

비친족 노인들에 대한 접촉의 효과만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부

모 접촉의 영향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다수의 사람에게 조부모 관계는 

노인과의 첫 접촉이자 가장 빈번한 노인 접촉이란 의미를 갖는다(Ng, 

Liu, Weatherall, & Loong, 1997). 또한,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긍정적 기

여 가능성은 이 관계가 본질적으로 대인 간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면서 동시에 집단 간 관계(intergroup relationship)라는 특

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체계 내에서 조부모와 아동은 일대일의 대

인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조부모가 아동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사

건과 지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명한 나이 차이, 즉 연령 소속감의 차

이를 경험하는 집단 관계의 특성이 있다(Harwood, 2000; Nussbaum & 

Bettini, 1994). 대인 차원과 집단 차원 모두에서 접촉 수준이 높을 때 특

히 효과적인 편견감소가 나타나므로(Brown & Hewstone, 2005), 만약 조

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친밀성이 담보된다면 조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가 확장된 노인 인구까지 일반화되어 편견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Williams & Nussbau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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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의 세대 관계는 다른 사회적 영역보다 질적으로 훨씬 친밀하

다(Hagestad & Uhlenberg, 2005). Hagestad와 Uhlenberg는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공간적, 문화적 연령분리로 인해 인지적, 정

서적, 행동적 수준으로 노인과 거리를 두는 연령차별주의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관계망이 연령별로 얼마나 

분리되어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비친족 사회관

계망은 놀랄 정도로 연령 동질적이지만 친족 사회관계망은 높은 연령이

질성을 보였고, 중요한 문제를 노인과 상의하는 비율도 타 관계망과 비

교하면 가족사회관계망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은 다른 사

회 환경에는 사라진 연령통합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영

역에서 경험하는 세대 관계는 다른 사회적 영역과 질적으로 훨씬 친밀하

다. 친밀감을 담보하는 접촉의 질이 연령차별주의를 완화하는 핵심요소

임을 떠올려보면(Pettigrew, 1998), 가족 내에서의 노인과의 경험은 높은 

친밀감을 자원으로 하여 연령차별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관계는 양가적이므로(Fingerman, Hay, & Birditt, 

2004) 여러 세대가 함께 일상을 자주 공유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이나 

반목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조부

모 접촉에서 경험하는 친밀감과 빈도에 대한 파악 없이는 연령차별주의

에 대한 조부모 접촉의 영향력은 속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가족 내의 세대 관계 양상의 변화도 조부모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

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단일가족의 구성은 점

차 연령동질화 되고 있지만, 가족의 세대 간 유대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연령 이질화되었다(Hagestad & Uhlenberg, 

2006).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3세대 가구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조부모-

손자녀 교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손자녀 육아에 참여하

는 조부모들이 많은 현상은 반대로 교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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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어렵게 한다. 이를 감안할 때, 가족 내의 조부모 경험이 아동의 연령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증연구 없이 

이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접촉이론

에 근거하여 조부모 접촉의 양과 조부모 접촉의 질이 아동의 연령차별주

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부모 접촉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조부모동거 효과를 분

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거 효과 연구는 동거가 제공하는 조부모와 

높은 접촉빈도와 교류가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편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므로 접촉이론과 같은 토대를 갖는다. 동거 

효과 연구는 서구(Smith et al., 2016)에 비해 국내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

을 받은 것이 특징적인데(김연수, 1993; 김윤정 & 이창식, 2004; 이시형 

et al., 1999; 장윤옥, 2002), 이는 서구에 비해 한국에서 가족 및 조부모

와의 동거를 노인과 아동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통로로 인식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조부모 동거’효과 역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제한적으로 탐색 되었을 뿐(김연수, 1993; 김윤정 & 이창식, 2004; 이

시형 et al., 1999; 장윤옥, 2002) 아동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조부모 동

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기 위해 이들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보았으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강명희(1990; 장윤옥, 2002 에서 

재인용)는 조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대학생들이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들

보다 노인들을 더 가깝게 느끼고,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유사한 결과로 윤성혜(1990; 장윤옥, 2002 에서 재

인용)도 청년층은 조부모와의 동거가 만족스러울수록 노인의 가족 관계

와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청소년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노인과 동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노

인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를 최춘혁(1992)은 조부모와

의 동거경험이 있을 때 노인과 접촉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됨으로써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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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친밀해지며 정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결과도 있다. 장윤옥(2002)은 조부모

와의 동거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하였으며, 김연수(1993)와 이시형과 동료들(1999)은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접촉량이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 인지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는, 동거경험 및 교류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거경험은 자체로 접촉 질을 보장하

지 않으므로, 동거경험만을 모델에 반영하는 경우 접촉의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거경험을 양적 측

면을 반영하는 요소로 분리하고 접촉의 질적 측면에 대한 구분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만,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및 교류의 질적인 측면을 분

리한 연구는 한 편 뿐 이었다(장윤옥, 2002). 접촉이론에 따르면 접촉의 

양이 갖는 효과는 접촉의 질이 보장될 때 발현되므로(Christian et al., 

2014) 조부모와의 접촉이 갖는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접촉

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는 동거경험여부 외에도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

밀감이나 함께할 때 경험하는 정서 및 활동 내용으로 반영되는 ‘접촉의 

질적 측면’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이웃 노인을 만날 때 아동과 맺는 상호작용

의 특성이 다르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아동이 접촉하는 노인을 이웃 노

인과 조부모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이웃 노인 

접촉은 ‘접촉 빈도’를 양적 측면으로, ‘상호작용 내용’을 질적 측면

으로 분석하고, 조부모 접촉은 ‘동거경험 여부’를 양적 측면으로, 

‘조부모 접촉 시에 경험하는 정서’를 질적 측면으로 모델에 포함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설계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이웃 노인과 조부모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석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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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자료의 특성 및 연구대상 

노인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 아동

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프로젝트의 자료(연구책임자: 한경혜)를 분

석하였다. 이 자료는 명시적 태도 척도와 암묵적 태도 검사, 그리고 설

문 문항이 아동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두 종류의 태도 측정

을 위해 Babcock et al. (2016)이 개발한 아동용 암묵적ㆍ명시적 연령차

별주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문화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간이조사 및 예비조사를 거쳤다. 도구에 사용된 좋은 것과 나쁜 것

을 상징하는 그림은 언어와 문화적 성격이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기존 도

구의 문화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이조사를 

진행하였고,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림들을 새로운 그림으로 대체

하였다. 어린이들이 그림의 연령대 파악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백인 

중심의 노인과 젊은 사람 이미지를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이미

지로 모두 변경하였다. 변경을 마친 후 연구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검

토 작업을 거쳤다. 

연구에 참여할 아동의 연령범위를 설정하기에 앞서 초등교육 전문가

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저학년의 경우 설문 소요 예상 시간이 초등학교 

수업 한 교시에 해당하는 40분을 넘는다는 점에서 학교와의 시간 조율이 

어려우며, 저학년 아동의 주의집중 지속이 짧다는 점, 교과서 기준 인쇄

물의 활자 크기가 고학년과 구분되게 커서 별도 크기의 설문지가 필요하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자료수집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연구대상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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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조사 설계 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20일부터 7월 8일에 사이

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7곳에서 4~6학년 초등학생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에서 4개 학교, 수도권 인근의 중소도시에서 3개 학교

를 선정하였으며 학교당 4, 5, 6학년을 한 학급씩 모집하였다. 서울지역 

내에서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두 곳 신도심에 있는 학교가 두 곳이었

다. 조사는 초등학교 교과 1교시에 해당하는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하나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

까지 검사와 설문을 진행하며 질의응답이 가능한 집단면접조사

(Collective interview survey methods)로 진행되었다. 학급에 방문하기 이

전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설명서와 동의서를 

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각 가정에 전달하였으며, 예정된 방문 조사 

당일에 보호자와 참여자 본인이 동의한 학생들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색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

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약 3주의 기간에 걸쳐 수집한 결과 503명의 표본이 수집되었고 이들 

중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응답 문항에 결측이 많고 뚜렷한 오류가 있는 응

답자 15명을 제외하여 원자료 표본 크기는 488명이다. 그중에서 두 종속

변수에 결측이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인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크기는 명시적 태도의 경우 479명이고 암묵적 태도는 486명이다. 

 

제2절 변수 개념 정의 및 측정 방법

본 연구는 조부모와 이웃 노인으로 구성되는 일상적 노인 접촉이 아

동의 연령차별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접촉의 효과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접촉이론과, 연령

차별주의 예측요인의 효과를 명료하게 파악하려면 명시적 수준과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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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

구 다음과 같은 변수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종속변수로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를 나타내는 두 수준의 변수인 ‘명시적 연령차

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가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노인과의 일상 접촉은 크게 조부모 접촉과 이웃 노인 접촉으로 구분되

며, 두 대상과 경험하는 접촉은 다시 접촉의 질과 접촉의 양으로 다시 

구분된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조부모 접촉의 질’, ‘조부모 접촉의 

양’, ‘이웃 노인 접촉의 질’, ‘이웃 노인 접촉의 양’으로 총 네 가

지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을 대신하는 학년, 그리고 사

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직업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또 

하나의 통제변수로 아동의 부모가 조부모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조부모-부모의 관계 질’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특성이 종속변수인 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Sinclair, Dunn, 

& Lowery, 2005; 장윤옥, 2002) 독립변수인 조부모 접촉 경험의 양과 질

과도 직접 연관된다는 논의에 근거하여,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 변수는 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가 좋음을 나타낸다. 아래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다루었다. 

1.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

1) 명시적 연령차별주의

 명시적 연령차별주의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 응답자의 의식을 거쳐 

선택적으로 표현되는 태도이며, 암묵적 태도와 비교하면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자기 보고식 척도인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노인과 젊은 사람을 나타내

는 그림 8개에 대한 선호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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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명시적 연령차별주의 척도 예시

젊은 사람 이미지를 함께 평가하는 이유는 노인에 대한 호감도를 연

소집단에 대한 호감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며, 또한 추후 비교하게 될 암묵적 연령차별주

의 척도가 두 집단에 대한 비교를 기본 원리로 하므로 두 척도의 해석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동들에게 5점 척도의 의미를 명료히 전달하기 위해 [그림2-1]과 같

이 점수 대신 표정이 제시되었다. 8개의 문항 중에서 노인이 4명, 젊은 

사람이 4명이었다. 그림 선정 때문에 발생하는 응답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과 젊은이 모두 웃는 표정의 그림만을 사용했으며 성별은 남

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고르게 적용하였다. 모든 그림은 한국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차용하여 참여 아동들이 그림을 낯설게 느끼

지 않도록 하였다. 

부호화(coding)는 울상 지은 표정을 -2점으로 시작하여 1점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활짝 웃는 표정이 2점에 해당한다. 8개 그림에 대한 개별 

평가 점수는 연속변수로의 단일 점수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3분 

범주형 변수로 변환되었다.

 먼저 단일점수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노인을 평가한 네 문항의 점

수를 모두 합한 노인 총점에서 젊은이를 평가한 네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젊은이 총점을 뺀다. 이렇게 계산한 명시적 연령차별주의 점수는 0

점일 때 두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0을 기준

으로 음수로 향할수록 노인에 대한 평가가 젊은이에 대한 평가보다 더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양수로 

향할수록 노인을 젊은이보다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

다. 이렇게 환산된 점수는 상대

적인 강도만이 있으며 구체적인 

단위가 없으므로 0과 음수 양수

를 제외한 값의 의미가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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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값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

하기 위해 노인과 젊은 사람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0

점’, 젊은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양수’, 노

인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음수’의 세 가지 범주로 

재 부호화하였다. 

즉, 노인에 대한 평가가 젊은이에 대한 평가보다 부정적인 경우 –1로 

부호화되어 ‘젊음선호’를 나타내며, 노인에 대한 평가와 젊은이에 대

한 평가가 같은 경우 0으로 부호화되어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노인에 대한 평가가 젊은이에 대한 평가보다 긍정적이면 1로 부호화되었

으며, 이 경우 ‘노인선호’를 의미한다. 

2)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암묵적 태도는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아래에 설명된 단

일점수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 범주형 변

수이다.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지필형 어린이용 암묵적 연령연합검사 도

구(Child-Age Implicit Association Test)로, 이 도구는 Greenwald와 동료들

(1998)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Babcock과 

동료들(2016)이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아동의 연령차별주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개발한 버전이다5).

지난 20년간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었

다.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는 그중에서도 암묵적 태도의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

어온 방법의 하나다. 이 검사는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 간 연합의 상대

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자극원들을 범주에 알맞게 분

5) 암묵적 연합검사를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차별주의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개발한 도구이다. 암묵적 연합검사에는 다양한 변

용 버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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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점수화한다. 네 가지 개념을 분류하는 데에 

제공되는 선택지는 두 가지로 제한되는 것이 특징인데 컴퓨터를 사용하

는 경우 두 개의 버튼이, 지필 형식으로 진행될 때는 왼쪽 또는 오른쪽

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꽃과 벌레라는 두 개념이 즐거움과 불쾌함이라는 개념 중 

어느 쪽과 더 강하게 연합되는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암묵적 연합검사

에서는 기본적으로 꽃과 벌레라는 관심개념 두 가지와 즐거움과 불쾌함

이라는 정서적 개념 두 가지를 합하여 총 네 가지 독립적인 개념을 동시

에 사용한다. 네 개념 중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나 그림의 등장이 바로 

자극인데, 참여자는 자극원이 제시될 때 두 가지 선택지(오른쪽 또는 왼

쪽)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네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이때 네 개념이 두 가지 선택지에 분배된 방식에 따라 참여자가 수행

해야 하는 조건(condition)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조건은 ‘꽃’과 

‘즐거움’이 같은 반응 선택지(예. 왼쪽 버튼)에 할당되고 ‘벌레’와 

‘불쾌함’을 분류하는 데에 다른 하나의 반응 선택지가 할당된다.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와 반대로 ‘꽃’이 ‘불쾌함’과 묶여 하나의 반응 

선택지에 할당되고, ‘벌레’와 ‘즐거움’을 분류하는데 나머지 하나의 

반응이 사용된다. 이렇게 개념 간의 짝(Pairing)이 다르게 묶인 두 조건에 

대한 평균적인 잠재반응속도의 차이가 참여자의 기저에 깔린 개념 간 연

합의 상대적 강도를 반영한다. 꽃과 벌레라는 관심개념은 즐거움과 불쾌

한 감정이 선명하게 나뉘는 예이므로, 대부분 참가자는 벌레를 즐거움과 

연결시킨 두 번째 상황보다 벌레를 불쾌함과 연결한 첫 번째 상황에서 

더 빠른 분류 속도6)를 보일 것이다. 

6) 일반적으로 분류속도는 연구참여자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컴
퓨터형 및 지필형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에서는 인지능력의 영향이 통제된다. 
검사 점수의 산출이 실험방법과 유사하게 한 참여자가 수행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행블록(편견일치세트와 편견불일치세트)의 점수 차이를 이용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두 세트를 수행함에서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인지능력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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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잠재반응시간을 사용하는 계산법은 개별 반응에 대한 최대한

의 정보가 보장되는 컴퓨터 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준비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는 검사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실용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필형 검사 도구가 개발되

었다(Lemm, Lane, Sattler, Khan, & Nosek, 2008). 지필형 암묵적 연합검

사는 컴퓨터 포맷의 검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 크기가 다소 약한 면이 있지만, 컴퓨터 검사와 거의 비슷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안적 도구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 아동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측정에 있어 컴퓨터 

활용 가능성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아동에게 최적화된 검사지로 추후 

유사한 해외의 데이터들과 비교 문화적 논의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Babcock과 동료들이 개발한 지필형 아동용 연령차별주의 검사(2016)를 

적용하였으며, 문화적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미지와 형용

사를 문화에 적합하도록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지에 사용된 범주와 각 범주에 해당하는 예시가 하나씩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조사에서는 범주당 총 4개씩의 그림이 할

당되었다. 이 검사는 [그림 2-3]과 같은 수행 블록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

는데, 범주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총 5가지 수행 블록7)이 있으며, 각 

수행 블록에는 총 32문항의 이미지들이 자극원으로 제시된다. 수행 순서

는 블록1부터 블록5 순이다. <부록1>에 조사에 사용된 실제 블록3과 블

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인지 연합의 자극만이 달라진 것이므로 두 세
트의 점수 차이가 인지능력이 아닌, 암묵적 인지 연합 강도에서 비롯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암묵적 연합검사는 극단적인 응답 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수화 과정에서 바로잡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측
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수화 과정
은 지필형 검사의 가장 적합한 점수화 방법을 탐색한 Lemm(2008)의 논의를 
토대로 하였다. 

7) (블록1) 대상개념 분류 세트, (블록2) 연관속성 분류 세트, (블록2) 대상개념과 
속성 동시 분류 세트; 편견과 일치하지 않는 세트, (블록4) 대상개념 분류 세
트; 역방향, (블록5) 대상개념과 속성 동시 분류 세트; 편견과 일치하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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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8) 꽃 나쁜 좋은 노인 젊은이

[그림 2-2] 아동용 암묵적 연령연합검사에 사용된 이미지 예시

록5가 제시되어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그림이 속하는 범주에 맞도록 

왼쪽 또는 오른쪽 동그라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안내받는다. 

블록 1, 2, 4 세트는 분석에 필요한 블록3과 5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습용 세트이다. 블록3과 블록5의 경우, 한쪽에 대상개념 하나와 속성 

하나가 같이 배열되어 있는데, 앞서 수행한 단일 범주 블록과 마찬가지

로 네 개의 범주 중에서 그림이 속하는 방향에 표시하면 된다. 예를 들

어 블록3에서 불난 집은 나쁜 범주에 할당된 그림이므로 오른쪽에 표시

하고 할머니 그림은 노인에 해당하므로 왼쪽에 표시하는 것이다. 

단일점수로의 환산은 Lemm과 동료들(2008)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절차를 따른다. 편견과 일치하지 않는 세트의 점수를 A로, 편견과 일

치하는 점수를 B라고 정의할 때 환산 총점 X는, 

   

  

 

  

 이다.

앞선 두 종류의 명시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환산 총점이 0일 때는 노

인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음수일 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향을, 

양수일 때 노인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나타낸다. 정확한 해석은 음수로 

향할수록 조사대상 아동이 노인을 부정적인 개념과 무의식적으로 연합하

는 강도가 젊은이를 부정적 개념과 연합하는 강도에 비해 높으며, 반대

8) 벌레와 꽃은 일반적으로, 관심개념(본 연구의 경우,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암묵적연합검사의 신뢰도와 효과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의 대조군으로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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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젊은이 좋은 나쁜
노인

좋은

젊은이

나쁜

O O O O O O

O O O O O O

(블록1) (블록2) (블록3)

[그림 2-3] 아동용 연령 암묵적 연령연합검사 수행 세트 예시 

로 양수로 향할수록 젊은이보다 노인을 긍정적인 개념과 무의식적으로 

연합하는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0일 때에는 젊은이나 노인이라는 개

념이 특정 방향에 치우친 연합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명시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점수의 의미가 0, 양수, 음수라는 세 분류

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노인-부정’ 연합

이 강한 경우 -1로, 노인과 특정 방향으로 연합이 없는 경우는 ‘연합 

없음’을 나타내도록 0으로, 그리고 ‘노인-긍정’ 연합이 강한 경우는 

1로 부호화되었다.

2. 독립변수 : 조부모 및 이웃 노인 접촉

1) 조부모 접촉의 양

조부모와의 접촉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

부’를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였다. 동거경험 여부는 동거 경험 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조부모와의 접촉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접

촉의 양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접촉 

빈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측정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로 접촉의 양

을 나타내기 위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친조부 또는 외조부와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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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거한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부호화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되었다. 

2) 조부모 접촉의 질

조부모 접촉의 질은 ‘조부모와 함께 있을 때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해 1~10점으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솟값은 1, 최댓값은 10이

며, 숫자가 클수록 접촉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3) 이웃 노인 접촉의 양

이웃 노인 접촉의 양은 ‘앞서 응답한 장소들에서 어르신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의 빈도가 높은 것이다. 

4) 이웃 노인 접촉의 질

이웃 노인 접촉의 질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나요? 해당하

는 응답을 모두 골라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해 A) 별다른 것을 하지 않

는다, B) 목례를 한다, C) 안부를 묻고 답한다, D) 어르신이 묻는 말에 

답한다, E)  잠시 서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F) 함께하는 활동이 있

다 까지 총 6개의 서열적 선택지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한 문항을 사

용하였다. 중복된 응답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하여, 

네 개의 범주로 재부호화 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별다

른 것을 하지 않는다’ 인 경우 0)‘상호작용 없음’으로, 간단히 눈인

사나 묵례를 하거나 안부를 묻고 답하는 경우를 1) ‘피상적 접촉’으

로, 어르신의 질문에 답하고 잠시 서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등 대화

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대화로, 그리고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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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있는 경우 3)‘함께 활동’으로 변환되었다.

제 3절 자료 분석 방법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

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상관분석을 통

해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어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통

제변수 및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일상적인 노인 접촉 경험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

였다.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모두 접촉의 질과 양의 상호작용 효과

를 탐색하기 위해 우선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은 모델을 분석한 후에 

이어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두 단계에 걸친 위계적 분석을 시행하였

다. 

세 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범주의 성

격과 범주 간 관계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다항로지스틱과 서열로지스틱으

로 분석하였다. 암묵적 태도의 경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연합 강도’

를 기준으로 범주 사이에 분명한 서열성이 있으며, 결과 해석에서 0이 

나타내는‘연합 없음’의 범주가 명시적 태도의 0과 달리 해석상 주요한 

의미를 갖지 않지 않으므로 서열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가 서

열로지스틱 분석의 평행회귀계수가정(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에 

적합한지 분석한 결과 계수가 평행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chi2=3.13, df=8)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명시적 태도의 0은 연구 참여자의 의식이 

반영된 ‘중립적인 태도의 표방’이라는 의미가 있다. 각 범주는 참여자

가 얼마나 젊음선호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또는 노인선호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혹은 중립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노인선호 방향으로 일정한 서열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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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자료의 특성 또한 서열로지스틱 분석에 필요한 평행회귀가정을 충족

하지 않아 범주 간에 속할 승산의 계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명시적 태도는 서열로지스틱이 아니라 각 범주에 속할 승산

을 보여주는 다항로지스틱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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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대상인 아동들의 2016년 조사 당시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4-1]

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의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주의 수준을 살펴보면, 명시

적 연령차별주의의 경우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아

동의 비율이 33.41%, 노인과 젊은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는 아동

의 비율이 31.73%,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노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아

동의 비율이 34.86%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반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서는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과 부정적 이미지의 연합이 강하게 나타난 

응답자가 87.24%로 노인을 부정적으로 연합한 경우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노인과 긍정적 이미지의 연합이 강한 경우가 6.79%, 노인

이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합되지 않은 경우가 

5.97%를 차지하였다.

남학생(49.6%)과 여학생(50.4%), 그리고 4학년(33.4%), 5학년(32.8%), 6

학년(33.8%)으로 성별과 학년에서 참여자들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학

생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중 소득은 파악이 어려웠으며 대신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무응답/모름의 비율이 15%를 웃돌

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

사하는 경우가 153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115명이 응답한 기능 및 

조립직(23.6%)이 다음으로 많았고, 관리 및 (준)전문직 109(22.3%)과 서비

스 판매직 57명(11.7%) 순서로 뒤를 이었다. 현재 거주하는 가구구조의 

경우 대부분 응답자(85.5%)가 양부모 또는 한 부모와 거주하는 2세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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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였다. 2세대 가구 중에서는 한 부모 가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체에서 4.1%를 차지하였다. 3세대로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의 13.7%였

다. 3세대 가구 13.7% 중 10.7%는 양부모 3세대 가구이며 3.1%인 한부모 

3세대 가구이다. 그 외에 조손 가구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동

은 기타 가구(0.8%)로 분류되었다9).

아동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관계 질은 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8.118점으로, 부모와 조부모

의 사이가 보통 이상에 해당하여 관계 질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의 접촉 경험 중에서 접촉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는 조부모 

동거 경험의 경우 과거 어느 시점이든 조부모와 1년 이상 동거한 적이 

있는 아동이 153명(32%)이고, 동거 경험이 없는 아동이 325명(68%)에 해

당한다. 10점 척도로 평가한 조부모 접촉의 질은 평균적으로 8.135로 나

타나 보통보다 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동이 이웃 노인과 접촉하는 빈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

으며, 평균 3.468점으로 3점인 보통수준에 근접하였다. 이웃 노인과 경험

하는 접촉의 질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가 15.06%, 인사만 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수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36.98%, 일정한 수준의 대화

를 경험하는 경우가 45.98%,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가 3.97%

에 해당하였다. 

 

9) 가구구조는 로지스틱 분석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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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변수 값 평균/빈도 표준편차 
/백분율

범위
최솟
값

최댓
값

연령
차별주의

명시적 
연령차별주의

젊음선호 160 33.41

중립 152 31.73

노인선호 167 34.86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노인-부정 424 87.24

연합없음 29 5.97

노인-긍정 33 6.79

사회
인구학적
변수

성별
여성 246 50.4

남성 242 49.6

학년

4학년 163 33.4

5학년 160 32.8

6학년 165 33.8

아버지직업

관리,  (준)전문 109 22.3

사무직 153 31.4

서비스,판매직 57 11.7

기능,조립직 115 23.6

가구구조

2세대 417 85.5

3세대 67 13.7

기타 4 0.8

부모의 
영향

부모-조부모 
관계질 　 8.118 1.861 2 10

조부모 
접촉 
경험

조부모 동거 유무 
없음 325 68.0

있음 153 32.0

조부모 접촉 질 　 8.135 1.809 1 10

이웃노인
접촉경험

이웃 노인 
접촉빈도 　 3.468 1.249 1 5

이웃노인 접촉의 
질

상호작용  없음 72 15.06

피상적 접촉 172 36.98

일정한대화 215 45.98

함께 활동 19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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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 간의 상관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4-2]와 같다. 

우선,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상관(r=-.02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명시적 연령차별주의가 암묵적 연

령차별주의와 상관이 없거나 낮은 특성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는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측정이 요구됨을 주장

한 선행연구 결과들(Babcock et al., 2016; Levy & Banaji, 2002; Tam et 

al., 2006)과 맥을 같이한다.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성별(r=.185, 

p<.001), 조부모 접촉의 질(r=.198, p<.001)이 있었으며, 아버지 직업과는 

부적 상관(r=-.106, p<.05)을 보였다. 반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는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질(r=.105, p<.05) 그리고 조부모와의 접촉량(r=0.110,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명시

적 연령차별주의는 조부모 접촉의 질과,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는 조부모 

접촉의 량과 각각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만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

아, 로지스틱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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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분석자료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명시적 
연령차
별주의

암묵적 
연령차
별주의

학년 아버지
직업 성별

조부모-
부모 
관계질

조부모
접촉량 

조부모
접촉질

이웃노
인접촉
량

이웃노인
접촉질

(1) 1 　 　 　 　 　 　 　 　 　 　 　 　 　 　 　 　 　 　

(2) -0.028 　 1 　 　 　 　　 　 　 　 　 　 　 　 　 　 　 　

(3) 0.009 　 0.018 　 1 　 　　 　 　 　 　 　 　 　 　 　 　 　

(4) -0.106 * -0.046 　-0.084 　 1 　 　 　 　 　 　 　 　 　 　 　 　

(5) 0.185 *** 0.037 　 0.025 　-0.004 　 1 　 　 　 　 　 　 　 　 　 　

(6) 0.106 * 0.105 * -0.008 　-0.156 ** -0.005 　 1 　 　 　 　 　 　 　 　

(7) 
  -0.010 　 0.027 　 -0.050 　-0.077 　 -0.006 　 0.049 　 1 　 　 　 　 　 　

(8) 0.198 *** 0.073 　-0.095 *-0.187 *** 0.083 　 0.628 *** 0.050 　 1 　 　 　 　

(9) 0.054 　 -0.028 　-0.033 　0.035 　 0.019 　 0.166 *** 0.037 　 0.204 *** 1 　 　

(10) 0.032 　 0.032 　-0.059 　0.030 　 -0.065 　 0.102 　 0.042 　 0.178 *** 0.26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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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이웃 노인 및 조부모 접촉과 명시적 연령차별주의

[표4-3]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통제변수 및 설명변수의 관계를 보

여주는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모델 1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조

부모 접촉변수, 그리고 이웃 노인 접촉변수를 포함한 모델이며, 모델 2

는 모델 1에 이웃 노인 및 조부모 접촉의 양과 질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적으로 투입한 모델이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수의 n개 하위 범주들 중 두 범주씩 짝

(pair)을 묶어 제시하고, 독립변수가 짝지어진 두 범주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나머지 하나에 속할 확률에 비교한 로짓 또는 승산비를 산출해주

는 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짓을 대신하여 해석이 용이한 승산

(OR=Odds Ratio)7)을 제시하였으며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의 범주가 3개 이

므로 [표4-3]은 모델별로 총 3개(=3!)의 칼럼을 제시하였다. 모델 1과 2의 

첫째 칼럼은 ‘젊은 사람 보다 노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이하 젊음선

호) 할 확률’에 비해 ‘두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을(이하 중립

적인 태도) 확률’의 승산을 보여주며, 두 번째 칼럼은 ‘노인을 젊은 

사람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이하 노인선호)할 확률’에 비해 ‘두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을 확률’의 승산을 보여준다. 마지막 칼

럼은 ‘젊은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에 비해 ‘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의 승산을 보여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 단계인 모델1의 결과에 따르면, 명시적 태

도의 세 범주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통제변수는 성별이었으

며, 독립변수 중에서는 이웃 노인 접촉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별 변수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7) Odds Ratio=exp(lo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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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변수별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때 젊은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

률에 비해 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의 승산이 134%(OR=2.34) 

높았고(p<.01),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립적인 응답을 할 확률에 비해서

도 노인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보일 확률의 승산이 156% 

(OR=1/0.39=2.56) 높게 나타나(p<.001) 결론적으로 노인과 연소집단을 명

시적으로 평가하는 과제가 주어지면,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이 젊

은 집단에 비해 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두 집단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학년,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직업, 그리고 부모와 조

부모의 관계는 모두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아동의 명시적 

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주된 관심사인 조부모 및 이웃과의 접촉의 양과 질 변수 

중에 유의한 변수로는 조부모 접촉의 ‘질’ 만이 유의했다. 조부모접촉

의 질이 높으면 젊음선호보다는 중립이나 노인선호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부모접촉의 질이 1점 높을 때 젊음선호 보

다 노인선호를 보고할 확률의 승산이 35%(OR=1.35)높게 나타났으며

(p<.01), 젊음을 선호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승산도 

26%(OR=1.26) 높았다. 마찬가지로 중립적 태도 보다 노인선호를 보일 승

산도 8% (OR=1/0.93=1.08)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p<.05). 조부모 접촉의 ‘양’적 측면과 이웃 노인 변수는 명시적 연령

차별주의에 대한 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연령차별주의 완화의 효과가 있음을 보

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이웃 노인 접촉의 질은 아동의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델2에

서 접촉량과 접촉 질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이웃 노인 

접촉의 질이 아동의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접촉량에 따

라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접촉이 높은 질을 담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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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 증가할수록, 젊음선호를 응답하기보다 중립적인 태도나 노인선

호를 보일 가능성이 일관되게 높아졌다. 첫 번째 칼럼을 참고하면, 젊음

을 선호하는 응답을 할 확률 보다 중립적인 응답을 할 확률의 승산은 아

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상

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접촉량 증가에 따라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중간 수준 질의 접촉이라 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대

화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접촉량이 한 단위 더 많을 때 마다 젊음선호에 

비해 중립적인 응답을 할 확률의 승산이 118%(OR=2.18; p<.05) 높았다. 

나아가 훨씬 적극적인 상호작용인 함께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

량이 한 단위 더 많을 때 마다 무려 816%(OR=9.16 ;p<.05) 만큼 중립적

인 응답을 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적인 접촉의 경우

에도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에 비해서 접촉량이 한 단위 더 많을 때 

마다 젊음선호보다 중립적인 응답을 할 승산이 91%(OR=1.91; p<.10)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p<.05). 세 번째 칼럼은 젊음

선호를 응답할 확률 대비 노인선호를 응답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 보장된 접촉일수록 접촉량의 증가와 함께 노인

에 대한 명시적 선호를 보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피상적인 수준

의 접촉과 접촉량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

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인 ‘일정한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

는 경우 접촉량의 증가와 함께 젊음선호보다는 노인선호를 보고할 승산

이 87%(OR=1.87; p<.05) 높아졌다. 나아가 접촉시에 함께하는 활동이 있

는 경우 접촉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젊음선호에 비해 노인선호

를 보고할 승산이 무려 2246%(OR=23.46; p<.05)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이웃 노인 접촉의 경우, 조부모와 달리 완전한 타자이므로 접촉이 효

과를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접촉빈도와 상호작용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조부모와의 접촉경험은 접촉의 양과 질적인 측면간의 조절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조부모와의 동거가 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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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결과는, 조부모와의 동거 자체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접촉의 질에 의해 나

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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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모델1 모델2

중립 중립 노인선호 중립 중립 노인선호 

(vs.젊음선호)(vs.노인선호)(vs.젊음선호) (vs.젊음선호) (vs.노인선호) (vs.젊음선호)

　 OR (s.e)　 OR (s.e)　 OR (s.e) OR (s.e) OR (s.e) OR (s.e)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준거:여성)　

  남성 0.90 (0.26) 0.39 (0.26)***2.34 (0.26)** 0.98 (0.27) 0.37 (0.26)*** 2.64 (0.26) ***

학년 1.14 (0.16) 1.10 (0.16) 1.04 (0.16) 1.14 (0.16) 1.11 (0.16) 1.03 (0.16)

부모-조부모 관계 1.12 (0.09) 1.18 (0.10)† 0.96 (0.09) 1.12 (0.09) 1.18 (0.10)† 0.95 (0.09)

아버지직업 (준거: 관리,(준)전문직)　

  사무직 0.57 (0.34) 0.54 (0.32)† 1.05 (0.33) 0.51 (0.35)†0.56 (0.33)† 0.91 (0.34)

  서비스 판매직 1.12 (0.42)† 1.42 (0.42) 0.79 (0.45) 1.08 (0.43) 1.46 (0.42) 0.74 (0.46)

  기능 조립직 0.76 (0.36) 1.27 (0.36) 0.60 (0.38) 0.72 (0.37) 1.26 (0.37) 0.58 (0.39)

조부모접촉 변수 　 　 　 　 　 　 　 　 　 　

동거경험 (준거: 동거경험 없음)　　

  있음 0.96 (0.28) 0.92 (0.27) 1.05 (0.27) 1.04 (0.28) 0.96 (0.28) 1.09 (0.28)

조부모 접촉의 질 1.26 (0.10)* 0.93 (0.10) 1.35 (0.10)** 1.25 (0.11)* 0.96 (0.12) 1.31 (0.11) *

이웃노인접촉 변수

접촉빈도 1.15 (0.11) 1.10 (0.11) 1.05 (0.11) 0.61 (0.29)†0.91 (0.30) 0.68 (0.24)

접촉의질(준거:상호작용없음)

  피상적 접촉 1.95 (0.45) 2.09 (0.46) 0.94 (0.40) 2.76 (0.51)* 2.40 (0.53)† 1.15 (0.43)

  일정한 대화 2.28 (0.44)† 1.71 (0.45) 1.34 (0.39) 3.11 (0.50)* 1.93 (0.52) 1.61 (0.41)

  함께활동 1.07 (0.73)　 1.66 (0.77)　 0.65 (0.70)　 1.29 (0.98)　4.64 (1.40)　 0.28 (1.36)　

상호작용항

조부모 접촉질*동거경험있음 1.00 (0.18) 0.89 (0.19) 1.12 (0.18)

이웃노인 접촉량 * 접촉질 (준거:아무것도하지않음)

  접촉량 *피상적 접촉 1.91 (0.34)†1.38 (0.35) 1.38 (0.30)

  접촉량 *일정한 대화 2.18 (0.34)* 1.16 (0.35) 1.87 (0.30) *

  접촉량 *함께활동　 　 　 　 　 　 　 　 9.16 (1.09)* 0.39 (1.21)　 23.46 (1.42) *

상수 0.01 (1.25)***0.22 (1.29)　 0.06 (1.22)** 0.10 (1.26)†0.14 (1.26)† 0.72 (1.20)

LR X2 69.90*** 89.42***

d.f 24 32　

n 409 409　

주: 1) 괄호는 준거변수를 나타냄

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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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웃 노인 및 조부모 접촉과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표4-4]는 명시적 태도 분석 모델과 동일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사

용하여 한국아동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서열 로지스틱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명시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모델 1은 사회인구학적 변

수와 조부모접촉변수 이웃 노인접촉변수를 포함한 모델이며, 모델 2는 

모델 1에 접촉의 양과 질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이다. 

서열 로지스틱분석은 종속변수의 하위 범주 간 명확한 서열성이 있을 

때 시행하며, 하위범주에 비해 상위 범주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로짓 또는 승산)가 모든 범주간에 같다고 보는 평행

회귀계수가정(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을 전제한다. 따라서 다항로

지스틱 분석과 달리 회귀계수가 하나만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열 

로지스틱분석을 시행하기 전, 자료가 평행회귀계수가정을 충족시키는지 

Stata 옵션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계수가 동일하다는 평행회귀계수가

정이 기각되지 않아(chi2=3.13, df=8) 서열 로지스틱분석 결과의 해석이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한 변수는 조부모 접촉량을 나

타내는 동거경험 변수가 유일하였다. 젊은 사람과 노인을 두고 비교했을 

때 동거경험이 있는 아동이 동거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서, 노인과 부

정적 이미지의 연합이 강하기보다는 긍정적 이미지와 연합이 강할 승산

이 110%(OR=2.10) 높았다. 

명시적 연령차별주의가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과 조부모 접촉의 

질, 이웃 노인 접촉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과 대조적으로 암묵적 연령

차별주의에서 조부모 접촉량을 제외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

과는, 대학생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Tam과 동료

들(2005)의 연구에서 다양한 변수 중 비친족 노인과의 ‘접촉빈도’만이 

유일하게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를 예측했던 결과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

시에 갖는다. 먼저 접촉의 ‘질’ 이 아닌 ‘양’적 측면이 암묵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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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주의를 유일하게 예측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Tam과 동

료들(2006)의 연구에서 유의하였던 비친족 노인과의 접촉량은 본 연구에

서 유의하지 않으며, 대신 ‘조부모’와의 접촉량이 암묵적 연령차별주

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Tam과 동료들(2006)의 연구에

서 조부모 접촉량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가 불가

능하다. 

그러나 암묵적 태도는 우도비 검정 결과 접촉의 질과 양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기 전의 모델1과 포함한 후의 모델 2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α<.05). 그렇다면 암묵적 모델이 유의하지 않음에도 일부 변수의 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난 원인을 무엇일까? 이러한 결과는 아동 대부분이 노

인을 부정적으로 연합한 집단(87.24%)에 몰려있는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변수의 분포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암묵적 태도가 개인적 평가보다는 거시적인 문화에 팽배한 

연합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Karpinski & Hilton, 2001; Tam et 

al., 2006)에서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예측변수가 유

의하지 않은 결과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연합에 대한 노출경험 및 노출량

이 인구사회학적변수와 이웃 노인 접촉경험, 조부모 접촉 질에 따라 다

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개인적 수준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이웃 노인 접촉경험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암묵적 연합검사를 적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의 결과의 비교를 통해 

각 예측요인에 따른 연령차별주의의 다차원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

견되지 않은 결과는, 명시적 연령차별주의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노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와 대조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에 따른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차이가 없지만, 편견에 대한 외적 

표출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규범에 더욱 민

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또한,조부모 접촉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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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낮아졌던 명시적 태도 분석 결과와는 달리, 

암묵적 태도는 조부모 접촉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조부모와의 만남에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경우, 내면의 연령차별주의가 완화되지는 않지만 

노인에 대한 편견의 표현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웃 노인의 접

촉효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웃 노인과 접촉시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접촉량이 증가할 때 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출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내면의 연령차별적 태

도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조부모와의 동거 경

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내면의 연령차별적 태도가 낮은 특성

이 있었지만, 동거경험 자체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의 표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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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분석

모델1 모델2

　 OR (s.e) 　 OR (s.e)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준거: 여성)　

  남성 1.25 (0.30) 1.24 (0.31)

학년 1.12 (0.18) 1.13 (0.19)

부모-조부모  관계 1.24 (0.12) † 1.26 (0.12) †

아버지직업(준거: 관리,(준)전문직)　

  사무직 0.77 (0.36) 0.78 (0.37)

  서비스,판매직 0.35 (0.60) † 0.36 (0.60) †

  기능조립직 0.70 -0.41 　 0.75 (0.42) 　

조부모접촉 변수 　

동거경험  (준거: 없음)　

  있음 2.10 (0.31) * 2.18 (0.31) *

조부모 접촉의  질 0.97 (0.12) 　 1.00 (0.14) 　

이웃노인접촉 변수

접촉빈도 0.86 (0.13) 0.98 (0.38)

접촉의질 (준거: 상호작용없음) 　

  피상적 접촉 2.59 (0.59) 2.43 (0.62)

  일정한 대화 2.29 (0.58) 2.16 (0.60)

  함께활동 1.70 (0.95) 　 1.57 (0.96) 　

상호작용항

조부모접촉질*동거경험있음 0.91 (0.19)

이웃노인접촉량*이웃노인접촉질 (준거: 아무것도 하지 않음)

  접촉량*피상적 접촉 0.94 (0.43)

  접촉량*일정한 대화 0.76 (0.43)

  접촉량*함께활동 　 　 　 0.96 (0.71) 　

cut 1.50 1.56

cut 1.51 1.57

LR X2 18.21 19.27

d.f 12 16

n 415　　 415　　

주: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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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2016년에 조사한 「한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프로젝트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노인과의 접촉이 아동의 명

시적/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가 접촉 

대상이 되는 노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

다. 이를 위해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조부모 및 이웃 노인과 경험하는 

접촉의 양적 질적 측면이 명시적 연령차별주의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으

며, 이어서 같은 변수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는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같이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의 구분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지지하였다. 둘째, 아

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달랐다. 명시적 태도는 아동의 성별, 조부모 접촉 질, 그리고 이웃 

노인 접촉의 질과 양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젊음선호나 중립적인 태도 대신 노인선호를 보고할 확률이 

높았고, 조부모 접촉 질이 좋을수록 젊음선호보다 노인선호를 보고할 가

능성이 컸다. 이웃 노인의 경우 접촉 질과 양의 주 효과는 없었지만, 상

호작용 효과가 있어 접촉 질이 좋을수록 접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젊음선

호 보다는 중립적인 평가나 노인선호를 보고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는 조부모 접촉량 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설명

변수였다. 조부모와의 접촉이 많을수록(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아동

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노인을 부정적 이미지와 연합할 가능성이 

작았다. 이 결과는 Tam과 동료들(2005)이 대학생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노인과의 ‘접촉빈도’만이 유일하게 암묵

적 연령차별주의를 예측했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암묵적 태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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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분석모델이 유의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셋째, 접촉의 ‘양’

과 ‘질’이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 명시

적 연령차별주의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명시적 연령차별주의는 선행연구

의 논의와 동일하게 조부모 접촉의 ‘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접촉의 ‘양’은 효과가 없거나(조부모 접촉) 접촉의 ‘질’이 보장될 

때에 한정된(이웃 노인 접촉)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암묵적 연령차별주

의는 접촉 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접촉의 양(조부모)에 의해 설명되었다. 

넷째, 조부모 접촉과 이웃 노인 접촉이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하였다. 조부모의 경우 접촉의 질이 좋을수록 연령차별적 태도

의 표현이 적었으며, 조부모 접촉의 양(동거경험여부)은 명시적 연령차별

주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반면 이웃 노인 접촉은 단선적인 양적 증

가와 질적 증가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의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았으나, 

접촉량과 접촉 질이 모두 보장되는 경우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와는 조부모 접

촉만이 관련되었으며, 이웃 노인 접촉은 아동의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

능하다.

첫째, 전반적으로 노인을 많이 그리고 긴밀하게 만나는 아이들은 그

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표면적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연령차별적일 가

능성이 적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가 인구학적 특성을 불문한 아동 대부

분에게 팽배함에도(한경혜 외, 2017), 그나마 이러한 연령차별주의의 표

출을 완화하는 지점에 노인접촉이 있다. 특히 조부모와는 더 높은 접촉 

질이 담보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웃 노인의 경우 자주 접촉

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연령차별주의의 표출을 완화하였다. 암

묵적 연령차별주의의 경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내면의 무

의식적 부정적인 암묵적 연령차별주의를 예방하는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효과에 관해서는 암묵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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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는 서로 다른 변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는 모두 개인특성과 가족 및 지역

사회환경 변수로, 이 변수로 구성된 모델은 명시적 태도의 분산은 유의

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면의 암묵적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러한 결과는 Karpinski와 hilton(2001)이 주장한 것처럼 IAT로 측정한 암

묵적 연령차별주의가 개인특성이나 가족 및 환경 변수로 환원할 수 없는 

거시사회문화적 연합에 노출되는 정도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을 지지하며, 그간 명시적 연령차별주의 척도를 종속변수로 논의된 

예측요인들의 실제 효과는 연령차별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령

차별주의의 표출의 정도를 완화하는 한정적인 효과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요인들 외의 다양한 변수와 암묵적 연령차별

주의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차별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인종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감

소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긍정 연합에 지속해서 단순 노출시키는 

방법이나, 편견대상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동

기 등에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아동의 연령

차별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연구로 개인

적인 수준의 암묵적 태도를 반영하는 ‘개인 암묵적 연합검사(Olson& 

Fazio, 2004)’를 사용한 분석도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편견의 완화에 접촉의 질이 가장 중요하며 접촉의 양은 상대적

으로 중요성이 떨어짐을 보여준 접촉이론은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에 한하

여 적합한 논의이다.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접촉의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와 Tam과 동료들(200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내면에 

있는 연령차별주의는 오히려 얼마나 많이 노인을 만나는지, 그리고 얼마

나 많은 노인을 아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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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웃 노인 접촉과 조부모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에 미치

는 영향이 달랐다. 조부모와 이웃 노인 접촉의 측정방식이 동일하지 않

기 때문에 두 효과를 엄밀하게 논의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이웃 노인 

접촉 경험은 연령차별적 태도의 표출 정도에 한정된 영향을 보인 반면, 

조부모 경험은 연령차별적 태도의 표출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 자체와도 미약하게나마 관련되었다. 또

한, 두 대상과의 접촉은 모두 편견의 표출 완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효

과가 발휘되는 접촉의 조건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역시 조부모와 

이웃 노인 접촉 경험의 측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아동에게 조부모가 일반 노인보다 기본적으

로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부모의 

경우 가족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망에 속해있으므로 접촉의 질이 향

상될 경우 접촉의 양과 무관하게 편견의 표출이 완화되는 직접적인 효과

가 있다. 그러나 이웃 노인의 경우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

지거나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완전한 타자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접촉

의 양이 증가하여도 편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웃 노인 접촉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인사를 넘

어서 일정한 수준의 대화 이상의 적극적 접촉을 전제로 한 만남의 증가

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연

령은 만 8세에서 11세로 한정되어 있으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또한 

서울과 근교 도시 지역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한국 아동 전체의 태도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참여 아동들이 본인의 응답에만 집

중할 수 있도록 조사원이 최대한 환경을 통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자료 

수집이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학교 단위의 자료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응답 간에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노인에 대

한 태도는 의미 분화 척도에서 접근하는 방식처럼 노인의 지식, 노인의 

청결과 같이 다양한 차원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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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측정한 것이므로, 노인에 대한 다 

측면적 태도는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조부모 접촉은 동거 외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접촉의 양을 보다 포괄적

인 척도로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접촉이론이 양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접촉의 지속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조부모 

접촉을 빈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조부모와 이웃 노인 모두에 대해 접촉

의 지속성이 지니는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암묵적 모

델이 유의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암묵적 태도의 범주별 표본 수 대

부분이 노인-부정 집단에 치우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과소 추정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연령차별주의 예측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아동의 연

령차별주의 예측요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 그리고 편견완화

의 강력한 변수로 논의되는 접촉이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차별적 태도의 표출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아동이 조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

을 수 있도록, 가족 내 세대 관계의 이해와 친밀함을 촉진하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현실적으로 조부모와 교류

할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노인을 많이 마주치면서 대

화를 나누고, 함께 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사

회나 학교 등의 공간을 연령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와 역할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나 가족만

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쉽게 대화하고 

협력할 기회가 많은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

상의 방법들 외에도 노인과의 접촉이 아동의 연령차별주의를 완화하고 

세대 간 친밀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교육,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는 명시적 연령차별주의와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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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요인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기 위

해서는 명시적 연령차별주의 만이 아니라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

는 암묵적 연령차별주의의 발생원인과 예방법을 찾기 위해 거시적인 사

회문화의 연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한 예측요인의 탐색이 요구

되며, 일반 암묵적 연합검사 보다 개인 수준의 암묵적 태도를 나타내는 

개인화 암묵적 연합검사의 적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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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설문지1) (일부)

1) 부록에 제시한 설문지는 「한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프로젝트의

설문지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만 수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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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ily Contact with the Elderly 
and Ageist Attitude of the Children:

 Comparison of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Seok, Mina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aily 
contact with the elderly on children’s ageism. Acknowledging the 
possibility that children tend to report in socially appropriate ways 
to the explicit measures of ageism, we included implicit measures of 
ageism and analyzed each relation with the daily contact with 
elderly. Regard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 the 
contact with grandparents and neighbors were separately 
measured. The research question for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1) Are implicit and explicit ageism distinct, and explained 
by different factors? 2) Does everyday contact with the elderly 
positively affect both children's implict and explicit ageism? 3) 
How do the grandparent contact and neighboring elderly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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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the children's explicit and implicit ageism? 
Data was collected from 503 fourth to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and near urban area by collective 
questionnaire survey. We used Child-Age Implic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implicit ageism and one explicit measurement. The 
original versions were modified to be culturally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contact with elderly affects children’s explicit ageism, and 
ordered logistic analysis was applied to examine whether it also 
affects implicit ageism. The followings are the main results: 

Firs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ageism, supporting the needs to separate analysis of implicit and 
explicit ageism. 

Second, the predictors of children’s explicit and implicit ageism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mplying that the actual effect of 
predictive factors of explicit ageism was limited to the alleviation of 
the expression of ageism, not internal ageism. 

Third, Elderly contact seems to alleviates children’s ageism 
overall. Although implicit ageism is widespread among most Korean 
children regardles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lderly contact 
mitigates explicit ageism. Implicit ageism, which shows inner 
ageism, is found to be weakly influenced by quantity of contact with 
grandparent. 

Fourth, the effects of grandparent contact and neighboring elderly 
contact on two different ageism were different. While the effect of 
elderly neighbor contact was limited to the expression of ageism, 
grandparental contact has a influence not only on the explicit but 
also on the implicit ag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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