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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최근 들어 매우 뜨
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고령인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나타났고, 이러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세금부담과 사회복지 소요
비용의 증가를 야기 시키게 되어 세금분배와 과세의 문제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
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이다.

이 연구과제는 2013~2015년에 걸친 계속연구로써, 국가 사회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전략을 모
색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한다.

1차 년도에 이루어진 세대통합과 관련된 개념적 이해와 실태 진단에 이어 금년도 2차
연구는 세대갈등이 진전될 미래전망과 이슈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존의 담론 위주 연구로
진행되어 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세대통합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진단검사를 개
발하고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세대갈등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단지 노인층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 간의 공생과 조화로운 발전의 관점에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대책을 마련하
려는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한국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
하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식을 함양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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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예비조
사에 응해주신 여러분들과 이를 지원해 주신 관련 기관 담당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대갈등과 통합에 관한 어려운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느라 애쓴
연구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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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은 주로 사회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 성향이
나 이념 간의 갈등이 핵심적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사회로
의 전이와 더불어 급속하게 진전된 고령화, 청년실업과 맞물린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 등
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세대갈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세대갈등 문제가 세대 간의 인식이나
가치관, 태도 등의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반면 현재의 세대 간 갈등은 사회적으로 희
소한 자원과 한정된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대갈등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하고 우리 사회는 너무도 급속히 진전된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는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세대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미흡하며,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저조한 실정이다.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국민연금의 폭발적 지출 증가, 부동산
거품과 국가부채의 증가 등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많은 문
제들은 세대 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
한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의 심화는 사회적 자본인 공적 신뢰의 붕괴로 연결될 우려
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이되면서 아날로그 세대
와 디지털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언어, 의식, 행동의 격차 및 소통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세
대 간 정보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한편, 2013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
게 늙어가는 국가 1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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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
서,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세대공감능력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을 위주로 하는 과거의 접근방
식에서 벗어나 젊은 층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아울러 장
래 이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해 갈 미래 세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강구함으로써
전(全) 세대 망라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시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하는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동시에 횡단면적으로 집
단 간의 공생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관련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대 간 충돌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
이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대갈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 진단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모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세대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세대통합에 대한 미래전망과
이슈에 대한 분석,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의 개발을 통해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교육체제와 정보체제의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와 더불어 정
치, 경제, 정보, 복지, 문화 등 여타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범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1차 년도에 이어 2차 년도 본 연구 역시
교육체제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정보체제를 대상으로 연구영역을 제한적으
로 설정하였다.
교육체제는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완
화하고 세대 간 이해와 공감, 타협, 상호존중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홍영란 외, 2013a).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일은 세대통합을 실현하고 세대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기도 하다(홍영란 외,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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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체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사회
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갈등이 급속하게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영역이다(홍
영란 외, 2013a).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사회통합은 의식과 행동의 부조화 및 소통 부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
해와 소통을 통해 세대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영란 외, 2013a).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계속과제로써 전체 연구의 일관성과 논리적 연계성을 유지하
면서‘교육체제’와 ‘정보체제’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각각의 체제가 가지는 장점과 특성
을 최대화 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을 위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
려는 궁극적 연구목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2013~2015년의 3개 년도에 걸
쳐 각 연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년도 (2013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 세대통합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적 이해 도모, 실태 진
단,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인식조사 실시 결과 분석.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적 시
사점 도출(홍영란 외, 2013a)

 2차 년도 (2014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세대통합 관련 미래전망 및 이슈 발굴, 세대통합성 수
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결과 분석,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탐색(홍영란 외, 2013a)

 3차 년도 (2015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Ⅲ) -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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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통한 본 조사 실시 및 심층적 결과 분석, 1･2차 년도 연구결
과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통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제시(홍영란 외, 2013a)

3차 년도에 걸친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개괄적 연구내용을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
출처 : 홍영란 외(2013a).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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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차 년도에는 3년간에 걸친 연구의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세
대통합 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세대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태 진단,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사회통합의 개념 및 실태 진단, 교육 및 정보분야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
세대통합 관련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 세대통합 관련 의견조사 결과 분석, 세대통합
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의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올해 2차 년도 연구에서는 교육 및 정보분야에 있어서 미래환경 변화 분석, 세대통합
관련 미래전망 및 이슈 분석, 세대통합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 개발과 타당
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예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과 정책과제 탐색 등의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o 교육 및 정보분야 미래환경 분석
한국사회 전반의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전제로 교육 및 정
보분야의 미래환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o 교육 및 정보분야 세대통합의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
교육 및 정보분야의 세대통합 관련 미래전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주요 이슈
를 제시하였으며, 세대통합 미래전망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o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세대통합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1차 년도 연
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관련 사회조사, 언론 보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1차 자료로 활
용하였다. 또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타당화 절차로써 2차례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여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수정 및 보완 작업
을 거쳐 문항검토 예비조사와 진단검사 예비조사 등 2단계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을 개발･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신뢰성 있는 타당화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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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 통계분석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청년, 중･장
년, 노년층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고, 진단검사 영역 및 구성요소별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o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한국사회 미래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 및 정보분야의 미래환경 분석, 세대통합
과 관련된 미래전망 및 이슈 분석,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내용들을 근
거로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 분석,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언론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 델파
이 조사, 전문가협의회, 예비조사, 연구자문단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
였다.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o 정책 추진 방향
첫째, 정부 차원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장차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세대통합을 위
해 교육분야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단
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천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마저 제한되어 있다면, 구성원들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중간세대, 노인세대 등 수요자들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통합 프로그
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교육분야에서 추진될 세대통합정책은 고령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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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전개되어야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로부터 일방적인
이해와 배려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한정되었던 고령자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을 극복하고 고령세대가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세대가 지닌 역량을 활용하고 참여 동기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대통합교육의 참여 대상을 다양화함으로써 전(全) 세대, 전(全) 구성원들이 함
께 동참하는 사회풍토로써의 세대통합 및 공감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
대통합교육은 다양한 세대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세대를 아우르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o 정책과제
첫째, 정규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대통합교육은 일회적인 행사의 성격을
지양하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용한 범
위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교
육과정에 반영하여 세대통합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
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기보다는 세대별로 취약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
정을 비롯해 신임교원 연수, 재직자 직무연수 등 교원 재교육과정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대통합교육은 강의식･전달식 프로그램보다는 실천형･체험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
다. 학교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
우, 일부 노인단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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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세대통합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도
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분야 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o 정책 추진 방향
첫째, 세대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민성의 계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디
지털 세대통합교육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영
역의 쟁점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루는데 있어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대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통합과 세대통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디
지털 통합은 디지털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 따라서 디지털 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
소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하여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균형을 촉진하
는데 기여하는 것이 디지털 통합의 목표이다. 사회적 통합의 일부로서 세대통합성과 디지
털 통합의 연계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와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배제와 소외를 없애려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세대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디지털 세
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 노인층에 집중되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세대가 함께하는 멘
토링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1~3세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교
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대 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o 정책과제
첫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디지털 시민성의 계발이므로 세대 간 디지
털 리터러시 증진, 세대 간 이해와 협력과 함께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세대 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격차가 세대 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능력, 갈등조정능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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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능력 등의 구성요인들을 배양시키는 디지털 시민성 지향의 교육적 모델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례관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후 관리와 후속 교육 프로그램 발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의 우수사례를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여 보급하고 홍보함으로써 타 기관이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은 민･관 컨소시엄이나 위원회의 관할 하에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세대별로 구분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여러 세대
가 함께 모여 교육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나 주민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세대 간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학습방법으로 소셜미디어 기반의 소셜러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셜러닝은 불특정한 다수가 학습에 참여하여 학습자 간 수평적 학
습방식을 추구하는 협력시스템으로 타인과의 소통, 관계형성을 통한 협업과 네트워크의
역할이 강조되는 학습방법이므로 스마트 정보사회에 있어서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디지
털 세대통합교육에 적절한 신개념 학습모델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사회통합, 세대갈등, 세대통합, 세대통합교육, 세대 간 정보격차, 디지털 세
대통합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 환경 분석, 세대통합 미래전망 및 이슈,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세대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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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기존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은 주로 계급이나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간의 갈등이 핵심적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
산･고령화 추세에 의해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협력의 부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심각
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경험과 인식, 가치관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일정 부분 존재하기 마련이
며 우리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급속히 진전된 고령화 현상과 맞물린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세대 간 이해관계의 갈등이자 대립의 양
상을 나타낸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너무도 급
속히 진전된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는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세대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미흡하며,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저조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고령화 추세는 인구 변천과정 중 하나로써 이미 일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1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산업연구원에서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허문구
외, 2014), 2013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로써 고령인구 비중이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생산가능 인구의 세금부담과 사회복지 소요비용이

Ⅰ. 연구의 개요

3

증가하게 되므로 세금의 분배와 과세의 문제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사
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2014)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
에서, 과세는 정치적이며 철학적인 문제로써 어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택하느냐가 모든
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즉,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충당하
기 위한 과세 및 증세에 있어서 누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
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됐다(한겨레 프리즘, 2014.9.22).
한편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 5년(2013~2017년) 동
안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72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현대경제연
구원, 2013),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약 151만 명에 달하게
되어 그 여파로 노동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커다란 경제적 충격이 올 것
으로 전망하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윤석명 외, 2011).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
격화됨에 따라 고용과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 여파가 사회･문화적으로도 확대
될 것이며, 이는 한정적인 경제적 재화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
후 본격화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초기 가입한 세대들로써 2016년(1955년생)~2026년(1963년생)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
이다. 이들은 수급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연금액의 수준도 높아 국민연금 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 재정의 악
화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금년 10월 28일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부동산 거품, 국가부채의
증가 문제 등도 역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후세
대 내지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자원을 현재 세대가 미리 당겨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대
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반적인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저
성장 시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저성장 시대가 될수록 자원은 제한되고,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되면 상호간의 불신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불신과 대립의 심화는 사회적 자본인 공적 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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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을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계층 간 갈등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계층이 고용 불안정,
실업, 빈곤, 과세, 복지 정책 등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크며,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노년계층에 대한 부양 부담에 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이는 베이비부머들의 정년퇴직,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과 맞물려 한정된
자원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이해관계의 갈등 양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
층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또한 고령사회화와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전으로
인해 기성세대인 아날로그세대와 신세대인 디지털세대 사이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 의식,
행동의 격차 및 소통 부재로 인해 심각한 세대 간 정보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을 위주
로 하는 과거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젊은 층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
어야 하며, 아울러 장래 이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해 갈 미래 세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강구함으로써 전(全) 세대 망라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시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동시
에 횡단면적으로 집단 간의 공생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관련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
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대 간 충돌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이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대
갈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 진단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모색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세대통합에 대한
미래전망과 이슈에 대한 분석,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세대통합에 대한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의 필요성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2020년대 후반 이후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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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해 미래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
된다. 먼저 제1･2차 베이비붐세대의 여파로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역전 현상이 계속 진
행되어, 2016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659만명)가 0∼14세 유소년 인구(654만명)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대수명의 연장 및 평균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연령계층별
인구구성이 급변하게 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전망된다. 즉, 한국의 인구구조는 기
존의 ‘피라미드형’에서 2010년 이후 ‘항아리형’으로, 2020년대 후반 이후에는 25세 이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인구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이른바 ‘중심이
높아진 항아리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송창용 외, 2011).
이렇듯 21세기 이후 사회 환경이 더욱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지며 불확실성이 증가하
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미래의 변화 전망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이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미래전망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고 능동적인 국가 미래전략의 수립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여러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미래예측기관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미래
예측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구는 현재의 의사결정 및 공동의 실천을 목적으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적･참여적으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이며, 국가적 차원에
서 미래비전과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니즈를 도출한 후, 국가전
략 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이다(송종국, 2009). 이러한 점에서 미래사회의 여러 변화 전망
중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사회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고령사회화와
이에 따른 세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방안 모색을 위해 미래사회의 환경과 변화 전망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미래연구기관들에 의하면 고령자 집단은 Y세대, 여성, 신흥국 소비자와 함께 미래 세상
을 움직일 4대 뉴 머저리티(New Majorities)의 하나로써 미래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끌고
갈 주체(정재영, 2012)이므로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세대 간 격차 해소에 대한 미래전망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 하에 세대통합을 위한 핵심 이슈의 발굴과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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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
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20.8%
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1a). 평균 수명의 증가는 출산율의
저하와 중첩되어 고령화의 급속한 전개를 가속화 하고 있으며, 총인구의 감소 현상과 함
께 고령층 인구의 증가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현
실로 대두될 것이며, 그 전개 속도도 더욱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미래 초고령사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중장
기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 세대통합 수준 진단도구 개발의 필요성

기존의 고령화 현상 및 세대갈등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주로 고령화의 당사자인 노년층
을 대상으로 삼는 ‘제한된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즉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
증진, 재취업 지원, 평생교육 참여 등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처럼 노인층만
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근 들어 부각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만이 아
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전체 사회 구성원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즉, 일정 시점과 특정 집단에 대한 제한적 관점이 아니라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
하면서 여러 세대 간의 공생과 조화로운 발전의 관점에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대책을
마련하는 포괄적 접근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발전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모든 사람들의 생산적 삶을 위해 전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근간에는 공생이라는 사회적 합
의가 존재해야 한다(홍영란 외, 2013a).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세대 간 충돌
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홍영란 외, 2013a).
따라서 본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
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의 하나로 세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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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수준인 세대통합성 진단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세대통합성을 진단
할 수 있는 진단도구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세대통합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로써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특정한 능력이나 성취도 등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라기보
다는 현상에 대한 이해, 인식, 태도, 경향성 등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사회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2013년 1차 년도 연구에서 수행된 세대통합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년도에 수행된 세대통합에 대한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 결과와 더불어 세대통합 및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에 대
한 향후 방향성과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나. 연구의 목적
상술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 사회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홍영란 외, 2013a).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의
견을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육성함으로써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와 더불어 정
치, 경제, 정보, 복지, 문화 등 여타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범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1차 년도에 이어 2차 년도 본 연구 역시
교육체제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세대통합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체제를 대
상으로 하여 연구영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체제는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완
화하고 세대 간에 이해와 공감, 타협, 상호존중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상
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일은 세대통합
을 실현할 수 있는 첩경이자 세대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이기도 하다(홍영란 외,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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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체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
회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
의 갈등이 급속하게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영역이
다. 디지털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정보접근 기회의 확
충, 정보이용능력의 함양, 생산적인 정보 활용의 촉진 등을 통해 세대 간 정보격차를 완화
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홍영란
외, 2013a).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정
보사회통합은 의식과 행동의 부조화 및 소통 부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
와 소통을 통해 세대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홍
영란 외, 2013a).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체제’와 ‘정보체제’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각 체제가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최대화 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2013~2015
년의 3개년에 걸쳐 각 연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홍영란 외, 2013a).

 1차 년도 (2013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 세대통합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적 이해 도모, 실태 진
단,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세대통합 관련 인식조사 실시 결과 분석,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2차 년도 (2014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세대통합 관련 미래전망 및 이슈의 분석과 발굴, 세대
통합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결과 분석, 세대통
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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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년도 (2015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Ⅲ) :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활용한 전국 단위의 본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분석, 1･2차
년도 연구결과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제시

2013~2015년의 3차 년도에 걸친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을 간
략히 제시하면 [그림 Ⅰ-1]과 같다(홍영란 외, 2013a).

[그림 Ⅰ-1]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
출처 : 홍영란 외(2013a).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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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3개년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사회
통합, 세대 및 세대 구분, 세대갈등, 세대통합, 세대통합교육, 정보격차와 같은 용어는 1
차 년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홍영란 외, 2013a), 2차 년도에는 세대통합성 및 세대통
합성 진단검사의 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아래에서 제시한 용어의 정의
외에 교육체제와 교육분야, 정보체제와 정보분야는 별도의 개념 구분 없이 문맥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사회통합
-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신뢰감과 호혜성을 기초로 물질적･비물질적 가
치를 공유함으로써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켜가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홍영란
외, 2003)으로 정의함

○ 세대 및 세대 구분
- 세대라는 용어는 연령이나 생애단계(20대 청소년세대, 노인세대 등)를 의미하기도
하고, 부모-자녀 관계(노부모-성인자녀세대)를 지칭하기도 하며,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전후세대, 419세대)로 사용되기도 함(박재흥, 2003). 이
연구에서 ‘세대’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따라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
는 개념으로 사용,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교육과 정
보체제에 공통적 세대 구분 방식을 적용하고자 함

○ 세대갈등
- 세대갈등이란 세대 간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관념적 갈등뿐만 아니
라,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함(Riley, 1985; 박재
흥, 2010에서 재인용). 관념적 갈등은 세대갈등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이미지로서,
세대 간의 기본 가치와 목표의 충돌에서 기인하는 갈등이며, 권력 갈등은 어떤 세대
가 다른 세대에게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여길 때 발생하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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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고, 배분적 갈등은 각 연령계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와 보상의 상대적 몫을
둘러싼 갈등을 의미함(Riley, 1985)

○ 세대통합
- 세대통합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음. 기존에 논
의된 세대통합 개념 중 일반적으로는,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세대통합이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
하는 개념(McClusky, 1990)으로 파악.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상호이해 능력인
세대공감능력(generation literacy)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상태’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함

○ 세대통합교육
- 세대통합교육은 학자에 따라 세대공동체교육, 간 세대교육, 세대 간 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박미진, 2010).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협동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자 함(홍영란
외, 2013a)

○ 정보격차
- 정보격차란 본래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정보 불평등 현상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의 요
인이나 기제로 결합･작동하게 되면서 보다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
에서 정보격차란 단순히 정보의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정보화
시대의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고자 함(최두진 외, 2006)

○ 세대통합성
- 세대통합성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1차 년
도의 ‘세대통합’ 개념에 근거하여 일차적으로 세대통합성에 대해 정의한 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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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인식과 행동의 수준’으로 개념화 함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성의 수준을 알아보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심층적인
설문지(questionnaire)의 형태를 갖는 진단도구로써의 성격을 지향함
- 또한 능력이나 성취도와 같은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태도, 경향성 등을 진단하고 검증하는 사회조사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성 진단도구로써 검사의 형태를 채택하여 ‘세대통합성 진단검
사’라는 용어를 사용함
- 금년 2차 년도에 개발되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
하여 최종 확정한 후 3차 년도의 본 조사에 적용할 예정임

○ 디지털 세대통합교육
- 노년･장년세대, 노년･자녀(손주)세대, 부모･자녀세대 등 1~3세대가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을 확장하여 다른 세대 간에 서로
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육의 의미로 보고자 함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의 비판적 이용능력과 다양한 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계속과제이므로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전제로 전체
연구의 일관성과 논리적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각 연차별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연구내용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작년 1차 년도에는 3년간에 걸친 연구의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
회통합을 비롯하여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 세대통합 논의의 핵심 배경을 제공하는 고령화
Ⅰ.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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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정보격차 등 세대통합 논의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한
세대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태 진단,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사회통합의 개념 및 실
태 진단을 하였으며, 교육분야와 정보분야에서 수립･시행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을 분석하
였다. 나아가 교육분야와 정보분야에서 세대통합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우수사례를 분
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분야와 정보분야에서 고령자, 교육기관 프로
그램 담당자, 학생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관련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
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대
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1차 년도 연구결과 가운데 세대통합의 개념 및 관련 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의
결과와 실태 진단 의견조사의 분석 결과는 2차 년도 연구 중 특히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념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토대로 작용하였다. 또한 교육분야와 정보분야에서 세대통합의 실태 진단과 관련 정
책 분석 결과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교육･정보분야의 세대통합 문제에 대한 전망을 종합적
으로 예측하기 위한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세대통합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우수사례 분석의 결과는 3차 년도 연구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적 제안의 수립 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을 전제로 앞서 제시된 2차 년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차 년도
연구영역은 크게 ‘교육･정보분야의 세대통합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과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 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될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사회 각 부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과 대응을
위해, 교육･정보분야에서의 세대통합 미래전망을 탐색해 보고 관련 이슈를 발굴하였다.
특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해결책을 찾던 그간의 제한된 접근방법과는 달
리, 본 연구의 2차 년도에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 전반과 교육･정보분야의 미래환경 변화
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미래사회 교육･정보분야
의 세대통합 문제에 대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방향성을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전
망을 토대로 핵심적 이슈를 분석･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
로 유관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언론 보도자료 분석 내용에 근거하여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하는 진단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세대통합성 진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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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적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내용을 토대
로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를 탐색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교육 및 정보분야 미래환경 분석
○ 미래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한국사회 전반의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 교육분야 미래환경 분석
- 교육분야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분야의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함

○ 정보분야 미래환경 분석
- 정보화 추세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 분석 : 웹4.0, 스마트기술, 모바일기술 및 서비스
보급 등 정보화 미래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정보환경 변화의
특성을 고찰함

나. 교육 및 정보분야 세대통합의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
○ 교육분야 세대통합의 미래전망 및 이슈 분석
- 교육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 야
세대통합의 미래전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함
- 세대통합교육의 이슈 분석 : 효율적인 국가 차원의 세대통합교육 전략 수립을 위해,
미래 고령사회에서 세대통합교육의 핵심 이슈를 분석함
- 교육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에 대한 국제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선진국 및 OECD,
EU 등 국제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Ⅰ.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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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분야 세대통합의 미래전망 및 이슈 분석
- 정보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세대 간 정보격차의 양상 및 미래변화를 전망함
- 세대 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및 통합의 이슈 분석 :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미
래전망을 토대로 새로운 쟁점과 이슈를 도출함
- 정보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에 대한 국제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선진국 및
OECD, EU 등 국제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념모형 구성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념모형은 1차 년도 연구결과, 유관 사회조사 분석 결과,
언론 등 대중매체 보도자료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대통합성의 개념, 영역, 구성요
소 등을 추출하고 개념을 정의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세대통합성의 개념, 영역,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 수정･보완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측정모형 구성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념모형에 근거한 측정모형에서는 세대통합성의 영역별
쟁점을 도출하고, 영역별 쟁점과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문항 개발 틀을 구성함으로
써 구체적이고 조작적으로 구조화 하여 측정 가능한 문항 개발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세대통합성 영역별 쟁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예비문항 개발
- 측정모형에서 마련된 문항 개발 틀에 기초하여 영역 및 구성요소별 쟁점에 대해 세대
간의 인식과 태도, 행동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예비문항 개발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예비문항 타당성 검증

16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예비문항을 개발한 후 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문항의 타당성과 구성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된 문항에 대해 20대 이하 청소년
세대(중･고등학생, 대학생), 30~50대 성인세대, 60~70대 이상 노인세대 총 40명
을 대상으로 문항검토 예비조사(pilot test)를 통해 문항 타당성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함

라.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적용한 예비조사 실시(<표 Ⅰ-1> 참조)
- 문항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선정된 예비문항을 적용하여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예비조사를 실시함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적용한 예비조사 결과 분석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함
-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검사를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확정함으로써 3차 년
도에 실시될 본 조사의 기초자료를 확보

<표 Ⅰ-1>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개요

조사대상

∙ 표집대상 : 중･고･대 2학년 학생 각 100명씩 /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각
연령별 100명씩
∙ 표본규모 : 총 800명
∙ 성별 : 남녀 동일 비율

조사방법

∙ 학생은 학교에서 설문조사
∙ 성인 및 노인은 방문 면접조사
∙ 조사 업체를 통한 예비검사 실시 및 자료 수집

조사기간

∙ 2014년 7~8월

자료처리/분석

∙ 신뢰도, 요인분석, 상관분석, 집단차 분석 등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절차([그림 Ⅰ-2] 참조)

Ⅰ.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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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절차

마.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 교육 및 정보분야에 있어서 미래환경 분석, 세대통합 관련 미래전망 및 이슈의 분석과
발굴,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예비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탐색

4.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의 2차 년도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수행된 세대통합 논의에 대한 이해, 세
대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태 진단,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사회통합의 개념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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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 세대통합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세대통합 관련 의
견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교육 및 정보분야에 대한 미래 환경 분석, 세대통합 미래전
망 및 이슈 분석,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적용한 예
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등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
하였다.

❏ 문헌 연구
○ 본 연구과제의 2차 년도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수행된 세대통합 논의의 기본 토대
하에 교육분야와 정보분야 전반의 미래트렌드와 세대통합 미래전망 및 이슈 분석을
위해 심도 있는 문헌 분석을 수행함
- 이를 위해 국내외 단행본, 연구기관 보고서, 학위논문,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함. 아울러 교육 및 정보 야의 세대통합 미래전망 및 이슈 발굴과
분석을 위해 기존에 발간된 문헌 및 통계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수행함
- 교육 및 정보분야의 미래전망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국제동향을 수집･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회통합, 사회적 자본, 시민성, 세대격차 등
관련 사회조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한국종합사회조사,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등 국내 사회조사 수집･분석
-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 ESS),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 WVS) 등 해외 사회조사 수집･분석

○ 언론 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 세대통합 및 갈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의
세대통합 및 갈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파악하여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
한 1차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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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세대통합성의 영역, 개념, 구성요소,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진단검사 개
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대상 : 전문가의 경우,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학술활동(학술지 논문 발표, 학술대
회 발표, 연구수행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성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다른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확보된 전문가의 인력풀을 마련한 후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에 있어서 영역, 개념, 구성요소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검증, 예비문항의 내용 및 구성요소의 타당성과 적절성 검증 등

❏ 전문가 협의회
○ 교육분야와 정보분야의 미래 트렌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의 세대통합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예비조사와 관련하여 타당성과 적합성 검토

❏ 예비조사 및 통계분석
○ 문항검토 예비조사(1차 예비조사)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항 타당성 검증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의해 수정･보완된 문항에 대해 20대 이하 청소년
세대, 30~50대 성인세대, 60~70대 이상 노인세대 총 40명을 대상으로 문항검토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항 타당성에 대한 2차 검증을 시도함

○ 진단검사 예비조사(2차 예비조사) :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예비조사 실시
-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 총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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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로, 성인 및 노인세대는 방문조사로 실시함

○ 진단검사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 구인 및 공인 타당도를 분석함
-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의 세대통합성 영역 및 구성요소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

❏ 연구자문단 구성 및 활용(브레인스토밍)
○ 교육 및 정보분야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
식을 확대하고, 세대통합성 진단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분야
의 전문가들을 연구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브레인스토밍과 의견
공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연구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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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미래연구의 개념과 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른바 미래연구(future study)는 용어 그대로 미래
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연구이다(최항섭, 2010). 이때 지칭하는 미래란 ‘있음직한
미래’, ‘있을 수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Miller,
2003; 배규한, 2000; 김혜숙, 2005). 여기에서 ‘있음직한 미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
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를
일컬으며, ‘있을 수 있는 미래’는 ‘있음직한 미래’에 현실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
지만 나타날 수도 있는 미래를 뜻하고,‘바람직한 미래’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바라고 기원하는 미래를 뜻한다(Miller, 2003; 배규한, 2000; 김경동,
2002; 김혜숙, 2005; 이경상 외, 2013에서 재인용).

‘있음직한 미래’, ‘있을 수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는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경상 외, 2013).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래연구에서는 ‘있음직한 미래’를 추정
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래연구의 목
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현재 상태에서 향후 도래할 미래를 예측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의의를 둔다.
그러므로 미래연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
하고, 예측되는 미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며, 미래를 조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미래연구의 기능이다(최항섭, 2010). 요컨대 미래연구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지만, 미
래를 전망하면서 현재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같은 노력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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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다(최항섭, 2012).
이 같은 미래연구는 사회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학의 창시
자인 콩트(A. Comte)가 사회학의 과제를 ‘예견하기 위해 관찰하고, 예방하기 위해 예견한
다’고 규정하면서부터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써의 미래학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김기헌 외, 2006). 아울러 1907년 사회학자 길필란(S. C. Gilfillan)은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을 미래 혹은 미래의 사건들이라는 뜻의 희랍어 ‘멜론(mellon)’을 적용해 ‘멜론톨로지
(mellontology)’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김기헌 외, 2006). 이후 20세기 중반 정치
학자 플레이트하임이 철학, 정치학, 교육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식을 새롭게
종합하고 추론하는 학문으로 대학에 미래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강좌 개설을 주장하면서
이 강좌의 명칭을 미래학(futurology)이라고 이름붙인 후 미래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김기헌 외, 2006).
그렇지만 미래연구가 보다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추진된
대규모 연구개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를 계기로 정책입안자들에게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개념이 부각되었고, 1946년 당시 최초의 현대적 미래연구기관으로 알
려진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가 설치되기에 이른다(김기헌 외, 2006). 랜드
연구소는 과학적인 미래연구방법으로써 전문가 델파이 방법과 시나리오 방법을 개발함으
로써 방법적 측면에서도 미래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배규한, 2000).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개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가 앞으로 전개될 미래
를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현재에만 얽매여 국가를 운영할 경우, 개인들은 곧 닥쳐올 미
래에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최항섭, 2012). 이러한 연유로 연구
자들은, 미래를 연구하는 주된 목적은 사회적 차원에서 선택 가능한 미래(alternative
futures)의 목록을 만들고, 이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배규한, 2000; 김기헌 외,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미래연구의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김
기헌 외, 2006).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피할 수 있고 앞으로 주어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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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확한 미래 환경 분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흔히 거론되는 예로 한국의 인구정책, 출
산정책을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1970~80년대에는 인구과밀이라는 ‘현
재’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대
표되는 출산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고, 이 같은 한 자녀 갖기 정책은 1990년대 중
반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출산율이 1.5명으로 감소하자 정부는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늦추었고, 2001년 출산율이 1.3명으로 감소하자 2003년 들어 억제중심이던 인구정책을
장려 쪽으로 전환하였다(박동석 외, 2003).
이러한 사례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이 과거에
미래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당시에는 과잉인구 문제로 인해 도
시문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인구 억제정책을 폈다. 그러나 인구자체의 문
제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실업률의 증가 등 뒤따르는 이슈들이 미래에 어떠한 변화
를 가져올지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래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얼마나 활발해질지,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적은 수의 자녀에게 교육열이 집중되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얼마
나 늘어날지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 이처럼 미래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
의 범위는 무척 크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는 미래사회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최항섭, 2012). 이러한 연유로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미래
를 대비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접근을 바탕으로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미래연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래연구는 정
책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구사회가 100여년에 걸쳐 이
루어낸 산업근대화를 우리 사회는 1970~90년에 걸쳐 불과 20~30년 만에 이루어 낸 이른
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이로 볼 수 있다. 즉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다
(최항섭, 2012). 그러므로 향후에는 미래연구를 통해 예측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
안을 마련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가치가 내면화 되면 사람들은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것
이 전제되어야 미래를 바꾸려는 의지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가 전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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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행동이 나타나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미래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Masini, 2001; 최항섭, 2012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미래연구적 접근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교육
및 정보분야에서 예측되는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
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과 준비도
를 높이고, 아울러 본 연구과제의 3차 년도 연구에서 추진될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의 수립에 있어서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 미래연구의 방법론적 접근
여기에서는 미래연구에서 흔히 적용되는 연구의 단계, 과정 및 대표적인 방법론을 간략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배규한(2000)은 미래연구의 단계 및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측할 시기와 예측 대상을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예측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미래예측 방법은 예측하려는 주제의
성격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선택한 방법을
토대로 실제 미래예측 결과를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이다(김기헌 외, 2006).
한편 최항섭(2012)은 미래연구의 핵심 요소는 미래적 사실(future fact), 과정(process),
결과(result)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
래연구는 미래의 환경적 요인인 미래적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미래연구의 핵심은 미래 그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변인들을 도출해서 이러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폭넓고 거시적인 예측을 하는 데 있다
(최항섭, 2012). 그러므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미래적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미래
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미래연구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미래전망의 ‘과정’,
즉, 미래연구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기실 미래를 전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무척 다양
하다. 최근까지 유용한 예측기법으로 공인되는 것만 약 50여 가지에 이르며 지금도 새로
운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대략 10여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김기헌 외, 2006). 21세기위원회(1992)는 가장 대표적인 7대 미래예측기
법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델파이 기법(delphi), 추세외삽법(trend extra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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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scenario) 작성법,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matrix) 방법, 모의실험법(simulation),
통합모델(integrated model)을 언급하였다. 배규한(2000) 또한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기
법, 추세외삽법, 시나리오 기법, 교차영향분석법, 모의실험법을 대표적인 미래연구방법으
로 제시하고 여기에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s) 기법, 임무흐름 다이어그램(mission
flow diagram), 역사적 유추(historical analogy), 게임기법(gaming), 시스템 동학(system
dynamics)을 추가한 11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
한 이슈에 대해 미래전망 연구를 수행한 김기헌 외(2006)는 청소년 대상 연구의 경우 정책
델파이 기법과 추세외삽법을 기초로 한 통합적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상술한 다양한 연구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트렌드분
석과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들 수 있다. 트렌드분석은 최근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보통 트렌드
분석에서는 5~10년을 분석 단위로 삼아, 과거 5~1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향후 5~10년
동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많이 수행하는
메가트렌드 분석은 이러한 시간의 범위를 비교적 장기간인 10년으로 설정한다는 데 차이
가 있다. 트렌드분석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트렌드는 전문가들
이 분석하고 제시하지만, 제시되는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트렌드분석 그 자체만으로는 트렌드를 도출한 이후의 대응
방안이나 정책 대안 마련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델파이 조사는 일반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조사의 대상을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성이 중요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주제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델파이는 일반인 대
상 조사에 비해 사전에 대상 선정 과정에 많은 노력을 요한다. 일반인 대상 조사는 정해진
표본군이 있지만 델파이는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항섭, 2012).
미래연구의 특성상 초학제적(transdisiplinary)으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좋은 예가 될 수 있
다. 모브조(Mobjo, 2010)에 따르면, 초학제적 방법은 사회적 문제 또는 생활세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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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orld problem)을 해결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다. 생활세계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학문분야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교육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방법론과 이론을 포괄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미래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델파이 분석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래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으로는 결과 제시 방법이 있다. 이는 주어진
이슈에 대한 미래전망 결과를 복수로 제시할 것인가 단수로 제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
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의 특성이나 연구결과의 활
용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미래전망 결과를
복수로 제시하는 방법은 다수의 미래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나리오 연구가 여
기에 해당한다. 미래예측의 결과를 복수로 도출하게 되면 다양한 미래 상황을 미리 대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다소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이 불분명하다
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또한 미래의 모습을 복수로 제시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강력
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단수적 결과는 ‘미래가 어떠할 것이다’라고 하나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처럼 주어진 이슈에 대해 하나의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선명하고 분명
해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중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응
정책 마련이 쉽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만 미래전망 결과가 도출
되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을 너무 단순화시켜 제시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미래연구의 본질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최항섭,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미래연구방법론 가운데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협의회 등
집단지성 활용법, 추세외삽법 등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통계자료를 활용한
추이 분석을 통해 세대통합과 관련한 한국사회 및 교육분야의 변화와 흐름을 예측하였다.
또한 초학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과 관련한 이슈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한 미래변화 추세
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부 영역에
서 역사적 유추 방법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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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 미래환경 분석
향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의 세대통합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먼
저 한국사회의 미래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본격적으
로 세대통합 미래전망을 실시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변화 추이와 미래 환경을 분석함으
로써 세대통합 미래전망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최근 수행된 한국사회 미래 환경 분석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
원(2010a)이 수행한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51개 자료를 검토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5가지 분야에서 각 영역별로 3개
의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 총 15개의 메가트렌드를 제시한 바 있
다. 구체적으로, 사회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네트워크 사
회를 메가트렌드로 선정하였고, 기술분야에서는 가상지능공간, 기술의 융복합화, 로봇을
주요 메가트렌드로 거론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웰빙･감성･복지･경제, 지식기반 경제,
글로벌 인재의 부상을, 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메가트렌드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분야에서는 글로벌화, 안전 위
험성 증대, 남북통합 등이 메가트렌드로 선정되었다.
이보다 먼저 수행된 연구 가운데 박영숙 외(2006)는 미래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동인을
인구변화, 경제변화, 첨단 과학기술 변화, 정부의 정책 등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로 ①‘인구구성의 변화’와 그로 인한 학령인구의 변화,

② 세계경제 통합 및 지구촌문화 형성, 세계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 글로벌화를 통한 대
학의 역량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화’, ③ 두뇌공학의 발달, 교통기술의 변화 등으
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기술 변화’, ④ 생활양식의 변화, 빈부격차와 빈곤 증가 등으로 인
한 사회갈등 심화 및 지구촌 환경오염, 여성의 사회활동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라이프 스
타일의 변화’, ⑤ 미래사회의 인력, 미래사회의 성공과 취업, 프라이버시 침해, 노동과 교
육 등의 하위분야와 관련된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령
인구의 변화가 고령 학습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고령인구, 여성인구, 장애인이 생산인구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원과 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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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령인구는 여가활용에 필요한 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경
제적 여유가 없는 고령인구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한국사회 미래 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가운데 김미숙 외(2012)가 수행한 ｢사회통
합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는 전 분야를 망라해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사회
통합’을 핵심 개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 전략 개발을 위해 연구영역을 4개 대영역(7개 소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념
및 가치영역, 계층영역(하위영역 : 소득, 보건의료, 교육), 세대 및 다문화영역(하위영역
: 세대영역, 다문화영역), 지역발전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 영역별로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층영역에서는 향후 노후소득보장 강화, 빈곤층 소득지원제도의 개편, 중산층
지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고, 교육부문에서는 저소득층 교육
기회 향상,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확대, 고
교 교육의 다양화 등이 요구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 및 다문화영역에서는 세대공감문
화 조성, 세대형평적 일자리 및 복지 구현, 다문화정책 지원 대상의 차별적 확대, 다문화
가족지원정책과 일반복지정책과 연계성 구축, 정책의 효율성 및 접근성 강화, 다문화 수
용성 제고 등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역발전영역에서는 정의의 지역화, 지역격
차의 특성별 대응, 지역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역량 강화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직
면하게 될 다양한 변화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또는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미래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인구구조
한국사회 미래환경 분석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여기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관해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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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화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시할 한국사회의 미래 트렌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이다. 한국사회 미래를 전망한 다수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저출산･고령화를 중요한 사회변
화로 제시하고 있다(전홍택 외, 2010; 이경상 외, 2013;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박재윤
외, 2010; 최상덕 외, 2012).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2010년 총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에는 인구성장률이 0.99를 나타내는 데 비해 2000년에는 0.84, 2010년에는 0.46까지 감
소하였다. <표 Ⅱ-1>에서와 같이 통계청은 인구성장률이 206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
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1b).
<표 Ⅱ-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단위 : 천명, %)

연도
1990

총인구

인구성장 구성요인

합계

남자

여자

인구
성장률

출생

사망

자연 증가율

42,869

21,568

21,301

0.99

650

242

9.5

1995

45,093

22,705

22,388

1.01

715

243

10.3

2000

47,008

23.667

23,341

0.84

635

246

8.2

2005

48,183

24,191

23,947

0.21

435

244

3.9

2010

49,410

24,758

24,653

0.46

470

255

4.3

2011

49,779

24,942

24,837

0.75

471

257

4.3

2030

52,160

25,901

26,259

0.01

-

-

-

2060

43,959

21,767

22,193

-1.00

-

-

-

주 :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수
출처 : 통계청(2011b). 3쪽.

이처럼 전반적으로 인구성장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구 구성비도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9년에는 9~2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
지했으나 2013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통계청(2011b)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수가 1972년에는 1,386만명으로 총인구의 41.4%를 차지했으나 2010
년에는 79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비율
은 2040년에 이르면 1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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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2011b) 자
료에 따르면, 1960년도에는 총인구의 2.9%에 불과했던 고령인구가 2010년에는 11%를 차
지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4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가
1990년에는 7.4%로 나타나지만 2011년에는 15.6%로 약 2배 가량 증가했고, 2040년에는
무려 5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
구)*100] 또한 1990년 20.0%에서 2011년 72.8%, 2040년 288.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이경상 외, 2013).
고령화는 의료비 부담 증가, 가족 내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급시킨
다. 또한 수명은 연장되는데 노인들이 일할 일자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령층에 대한 부
양 부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노령고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여타 OECD
국가의 경우 노령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감소세
를 보인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고령자들은 생활보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
에서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비
용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전홍택 외, 2010).
이러한 현상은 여타 가족구성원들에게 노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면,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2)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또한 한국사회에서 전개될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이다. 실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2013년
기준 75만명 내외(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28만명, 배우자 28만명, 자녀 19만명)에 이
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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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계

결혼이민자

남

여

계

남

혼인귀화자
여

계

남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여

계

남

여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1 252,764 22,878 188,580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202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3.7.5). 1쪽.
(http://www.bokjir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6115215&fileSn=67.5%20KB). 2014.4.25 검색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07년 약 4만4천명이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9년 10만명을 초과하였고 2013년 현재
약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Ⅱ-3> 참조).

<표 Ⅱ-3>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3.7.5). 3쪽.
(http://www.bokjir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6115215&fileSn=67.5%20KB). 2014.4.25 검색

이 같은 변화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사회구성원들
이 갖추어야 할 주요역량으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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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구조 : 계층, 가족구조 등
다음으로 살펴볼 한국사회 미래변화는 계층, 가족,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극화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이
주요한 미래환경 변화로 대두된다.

1) 양극화
한국사회 미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중
요한 문제로 계층 간 격차 심화, 양극화로 인한 위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이경상 외,
2013; 전홍택 외, 2010).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
회구성원들의 심리･정서에도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래에 중요한 변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게 되면 가족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노인부양 부담
을 증가시킴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노인
돌봄에서 비롯되는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변화라는 응답
이 2005년에는 39.4%, 2010년에는 39.6%로 나타나, 대개 약 40%에 달하는 가정에서 노
인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10년 22.3%로 증가해, 노인부양으로 인해
여타 가족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이 5년 사이에 약 두 배 정도로 증가했음을 보여주
었다(장혜경 외, 2005; 조희금 외, 2010). 또한 고령화와 양극화는 빈곤노인층의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이는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세대갈등의 또
다른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을 둘러싼 변화도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가족구조 및 가족
환경과 관련해서 미래에는 가족구조의 형태가 다양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이혼이나 재혼이 증가함으로 인해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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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또한 출산률 감소로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고,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족도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것처럼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족의 전형이
라는 사고가 일반화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여타 가족구조의 기준이 결혼가족이라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족구
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통계청(2012)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
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 및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부부+자녀가구가 642만7천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37.0%로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고, 1인가구가 23.9%, 부부가구가 15.4%를 차지하지만, 2035년에는 1인가구가
3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부부가구(22.7%), 부부+자녀가구 20.3% 순으로 변
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가구유형 및 75세 이상 1인가구 변화 추계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2.4.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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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가구원수 추계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2.4.6). 1쪽.

가족유형의 변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인가구의 증가이다([그림 Ⅱ-2] 참조). 1인
가구가 조성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노인층의 경우에는 주로 배우자와 사별을 한 후 혼자
살아가는 경우,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경우 1인가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에 비해 젊은 층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편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를 구성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이경상 외, 2013).
상술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른 연령 세대의 구성원과 자연
스럽게 상호 교류할 기회를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자녀가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3세대 가구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3세대 가구의 경우, 2010년 106만2천 가구이던 것이 2035년에는
85만1천 가구로 감소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
다(통계청, 2012). 이처럼 다세대로 구성되는 가족유형의 감소는 중･장년이나 고령층 세
대와 자녀 세대 간의 교류를 감소시킨다(이경상 외, 2013). 그로 인해 자녀 세대의 경우
고립감이 증가하고, 다른 세대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인 가정 안에서 세대 간
교류가 줄어듦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 간 상호작용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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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구조 변화
사회구조와 관련한 주요 변화로 노동시장 환경 변화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정보통신기
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이하 ICT)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변화는
고학력･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컴퓨터 중심의 새로운 기술
도입 과정에서 이들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집약적, 단순 사무직과 같은
직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영역이나 휴먼 서비스 직종이 강
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박재윤 외, 2010).
이와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2010)이 제시한 2008~2018년 간 숙련수준별 고용전망
에 따르면, 앞으로 다양한 직종 중에서 전문가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관리자,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순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 바 있다. 그에 비해 산업고도화와 경제서비
스화로 인해 농업, 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는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종사자
순으로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도의 숙련노동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시점과
맞물려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 양상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재 49~57세의 베
이비붐 세대는 일부 은퇴를 했거나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이전 세대와는 달리 노
후 대비를 위한 생활비 때문에 재취업을 해야 하거나 제 2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
해 높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다(장서영 외, 2013).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재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클 수 있
다.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한 유형이 ICT 이용능력과 활용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정
보화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강의
식으로 교육하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홍영란 외, 2013a).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미래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령층의 정보 이용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재취업과 연계되도록 구안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젊은 세대가
이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장･노년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세대통
합 지향성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고용 창출과 노령층에 대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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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부양부담 완화, 나아가 세대통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주의의 심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사회에 대한 신뢰
감소 등이 주된 미래환경 변화로 거론된다.

1) 개인주의의 심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공동체의식이 강한 사회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
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분위기,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이 이처럼 고립사회
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위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역시 상호간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경상 외, 2013).
이러한 개인주의의 심화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 가족가치관에 변화가 감지되며 이러한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연구에 따르면, 근래 들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가족의 안정성과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던 입장에서 탈
피하여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가치관 중에서도 특히 노부모 부양 의무, 결혼 및 자녀 출산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
이 약화되고 있다. 즉 부모와 자녀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핵가족이나 확대가족 중심의 전
형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전통가족에서 요구
하던 성역할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삶의 형태가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이는 가족가치관이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되는 주요 지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사회 신뢰수준의 감소
사회의 신뢰수준에 대한 예측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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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사회
에 대한 신뢰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지도층에게 보내는 신뢰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갖는
신뢰를 포함하는 이른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자
본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갈등이나 사회통합은 미래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하고 통합의 수준이 낮다면 그 만큼 해당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갖
는 불신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를 포용하
는 수준은 10점 만점에 3.52점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차 다가올 미래인 2020년을
예측하는 조사결과에서도 4.64점으로 중간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기
획재정부, 2011).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음 세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성세대와의 관계, 세대 간 관계 등
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라. ICT 및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
미래사회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술의 진보이다. 미래사회
는 정보통신공학(IT)이 더욱 발달할 것이며, 그 밖에 생명공학(BT), 나노공학(NT), 의식
기술공학(CT), 환경공학(ET)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각 기술 간의 융합과학기술이 고도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박재윤 외, 2010). 정보통신공학의 발달로 한국사회는 이미 정보화
확산을 경험하고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되어 미래에는 ICT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특히 기술의 진보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와 같은 ICT의 발전이 세대통합과 관련한 미래환경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에 이르고 있고, 2010년에는 가구 인터넷 보유율이 96.8%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통계개발원, 2012). 이는 사실상 모든 인구가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배제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이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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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3).
그런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ICT에 대한 적응 속도는 세대 별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젊은 세대는 장･노년세대보다 정보통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이용하지만
장･노년세대는 습득하는 과정도 어렵고 이용하는데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ICT는
진보하지만 세대 간 기술 습득과 적응 속도가 차이가 나면서 세대 간의 생활방식의 차이
에도 영향을 미쳐 세대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마. 디지털 컨버전스의 본격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은 사회･정치･경제･문화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IT기술에 있어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기기, 콘텐츠,
매체의 융합으로 실현되어 개별 미디어가 제공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동기화를 시켜 다중의 미디어에서 같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IT 혁명
은 웹(web) 중심의 네트워크 시대에서 이동성(mobility)이 결합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로, 여기에 융합(convergence)이 합쳐져 탈경계와 혼융이 심화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2). 2000년대 후반부터 융합이 전 영역에
서 확대되고 강화되고 지능화(intelligence) 개념이 더해지면서 스마트 IT 시대가 도래 했
다고 본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2).
스마트 미디어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휴대전화는 기기를 통한 대인 커
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지만 영상, 데이터, 텍스트가 융합되어 제공되고 인터넷 네트워크
의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정보접근의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
는 가족중심의 고정형 미디어가 아닌 이동형 개인 미디어로 미디어의 개인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춰 조작할 수 있으며 사적･공적 공간 모두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스마트 미디어가 멀티미디어로 발전하는 융합과정은 기존의 개별 매체들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던 콘텐츠를 융합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전화
의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방송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속성이 혼융되는 N스크린(N-Scree
n)1)의 등장을 낳았는데, 이는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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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며, 콘텐츠(content)-플랫폼
(platform)-네트워크(network)-디바이스(device)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융합시대의 네트워크는 융합콘텐츠를 이용하는 허브로써 상호작용성을
강화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동 중에도 융합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콘텐츠
를 이용하는 것이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가져오는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의 보급은 세대 간
이용역량의 차이로 인한 세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대 간의 단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장･노년세대까지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여러 콘텐츠를 자연스
럽게 이용하게 된다면 기기에 대한 경험적인 익숙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
적인 효과는 장･노년세대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세대 간
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대화와 소통을 활발하게 할 가능성 또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커
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바. 네트워크의 강화
일군의 학자들은 미래사회에는 수평적, 탈 중심적 네트워크가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한
다. 크리스홀름(Chisholm, 1998), 커밍스(Cummings, 1998)는 네트워크란 개인 또는 개
별 조직이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복수
의 관련 당사자들 및 조직들의 모임 또는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정의한다(김영화, 2006에
서 재인용).
이 같은 네트워킹은 경계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개방성을 증대시킨다. 네트워킹을 통해
의사소통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삶의 제반 영역 간 경계가 약화된다. 이러한 네트워킹
과 경계의 이완은 교육체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과 학습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교육체제
는 직업세계와 보다 유연하고 긴밀하게 상호 소통할 필요성이 강화되었으며, 교육기관
간, 교육형태 간, 교육단계 간, 학문분야 간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과 연계･협력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미래사회의 교육체제는 평생학습체제의 틀 안에

1) 고정형 미디어에 콘텐츠를 저장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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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네트워크 학습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영화, 2006).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 네트워크 안에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김영철 외, 2006;
박재윤 외, 2010에서 재인용). 이 점에서 네트워킹은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의미하
기도 하지만 인터넷 접속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하
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네트워킹이 증가하면서 관계맺기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온･오
프라인 커뮤니티가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트워킹을 통한 사람들의 관계맺기로 구축
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는 개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은 자
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토대로 정서적인 유대
감을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평생학습체제에 기반하여 세대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학습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통합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
다. 장･노년세대는 정보습득, 오락향유, 건강체크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인
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이 커뮤니티에 참여를 원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
을 키우고자 노력할 수 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기술적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
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세대
가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에서 젊은 세대는 장･노년세대의 기술적 역량을 도와주고, 장･
노년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진로에 대한 조언 등을 해 줄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인 학습
방식이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세계화
세계화(globalization) 또한 한국사회 미래환경 변화에서 간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이
다. 세계화는 지식과 기술, 인적자본 및 경제적 자본, 가치, 아이디어 등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박재윤 외, 2010). 세계화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서
국제적인 요소가 강화되도록 압박하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세력으로 작용한다
(최정윤 외, 2009). 미래에는 이러한 세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사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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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세계화는 고령사회에 대한 전망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해
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대통
합과 연관된다. 실제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
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
비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지원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
은 후발주자들이 미래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진로를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건강한 고령사회의 구성요인으로 ICT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고령세대를 위한 다양한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선진국의 고령사회와 ICT 활용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해당 단
체나 조직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시켜 올바른 세대통합의 전형(prototype)을 국내외
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들과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벤치마킹이 가
능한 프로그램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수정･보완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 젊은 층의 사회참여 증대
미래 한국사회는 대중소비사회의 성격이 강화되고 동시에 젊은 층의 사회참여가 증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변화가 맞물리면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된다. 세대갈등의 원인은 사회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사회의
경우 대중소비사회의 성격이 더욱 확산･심화되면서 세대 간 격차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
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중소비사회의 심화는 사회집단 간 역학관계를 크게 변모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에서 젊은 층이 지니는 존재 의미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국가청소년위
원회, 2006). 즉 소비자로서 젊은 층이 부각되고 이들이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젊은 층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그것이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젊은이들은 디지털시대와 결합하여 사회참여 욕구를 왕성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 이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공간적 제약은 젊은이들의 권리문
제가 세대갈등이라는 형태로 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국가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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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일례로 장･노년세대는 주로 신문이나 TV 매체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이용하지만
젊은 세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접하고 있어 세대 간 주요 뉴스
정보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언론진흥재단, 2012, 2013). 이러한 뉴스 정보원의 차이
는 세대 간의 가치관,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참여 방식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여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을 야
기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견 개진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퍼나르기 등의 참여방
식에 장･노년세대보다 적극적이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
들의 정체성과 권리의식을 사회적 참여의 형태로 표출하는 반면, 장･노년세대는 오프라인
공간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표출한다면 서로가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세대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
서 장･노년층에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세대 간의 정보매체 의존의
격차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사회참여 공간을 확장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장･노년층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함으로써 이들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3. 교육분야 미래환경 분석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양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한국사회에서 예측
되는 변화는 교육부문에서도 학령인구의 감소,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비롯해 다양한 변화
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사회 미래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에서 예견되는 미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가. 학령인구의 감소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교육분야에서는 학생수 감소의 형태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교육분야는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급격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9~24세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46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비율이 1999년에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20%까지 감소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0~14세 유소년 인구수도 1972년 1,386만명으로 총인구의 41.4%를 차
지하던 것이 2010년에는 79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 수준에 불과하며, 2040년에는
1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 같은 저출산의 여파는 교육분야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 많은 변화를 촉발시킨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실태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1980년 이래로
6~21세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1,001만명에서 2011년에서는 1
천만명 미만(9,825,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2011b)이 발표한 연령계
층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887만명, 2030년에는 712만명, 2060년에는
48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소년인구의 경우, 2010년 798만명에서
2016년까지 100만명 이상이 감소해 2060년에는 2010년의 5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
된다.

나. 학생집단의 분화와 집단 간 이질화 확대
학생집단의 분화와 집단 간 이질화 현상도 교육분야에서 예측되는 주요 변화 가운데 하
나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문화학생 증가 및 계층 간 격차 확대 등이 주로 거론
된다.
우선,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학생구성이 다인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래 다문
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결혼가정 뿐만 아
니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
다. 이 같은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학생 수도 자연
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표 Ⅱ-4>에서 보듯이 2009년 26,015명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0.35%를 차지하던 학생수는 2013년 55,78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0.86%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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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인원수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4.3.17). 4쪽.

다문화학생의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70% 이상이 초등학교에 분포하
고 있으며, 중학교 20%, 고등학교 약 10%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Ⅱ-5> 참조).
하지만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미래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분포가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표 Ⅱ-5> 다문화학생 수 현황(학교급별 )
(단위 :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계

31,979

9,182

3,167

44,328

35,896

10,318

4,522

50,736

(비율)

(74.1%)

(19.7%)

(6.2%)

(70.7%) (20.3%)

(9.0%)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4.3.17). 4쪽.

한편, 사회계층 간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덕 외(2012),
박재윤 외(2010) 등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소득계층 간 교육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2012)이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
르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도 많고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4만원이고,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간 격차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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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월평균 소
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가 85.3%인 데 비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5.3%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향후에도 사교육 투자를 매개로 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
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처럼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그로 인한 갈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해 교육분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육복지’가 한층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디지털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교육수요 다양화
미래에는 교육분야에서 수요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교육체제는 이에 조응하는 방
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수요를 다양화시키는 요인은 다각적인 측면에
서 작용한다. 우선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가 교육수요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다.
자녀수 감소와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결합하면 교육수요자들의 주장이 한층 강화될 것
으로 예측되는데, 그로 인해 양질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전홍택
외, 2010; 국가청소년위원회, 2010).
한편 개인주의의 심화와 같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도 교육수요 다양화를 추동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사회변화가 교육부문에
서는 ‘다양화’로 전이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젊은 층
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다. 이들은 합리성보다는 감성을, 구조보다는 개별성을 중시하
며, 감성적이며 개방적이고 직선적이며 단편적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혀 다른 배경을 지
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양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김혜숙, 2005; 김영화, 2006에서 재인용).
이 같은 가치관의 다양화는 교육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수요를 창출할 것으
로 예측된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수요는 학령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그런데 거대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공교육 시스템을 이러한 교육수요의 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바, 비공식적･대안적 교육기관과 교
육형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화, 2006). 이 같은 교육부문의 변화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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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대통합교육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형태를 활용하
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 평생학습의 중요성 증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평생직장
의 풍토가 약화되고 평생 ‘직업’으로 전환된다. 즉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평생 자기계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고용안정성이 약화되
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애과정에서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증가하는 바, 평생학습은 소수
의 사회구성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마.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내용･방법의 변화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교육부문에서도 IT 활용이 증가하고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병현(2006)은 미래의 교육환경에서 ICT의 진화가 대
단히 크게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해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기관의 다변화, 학습의 개별화
가 촉진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ICT의 발달은 디지털 교과서, 3D VR, AR, 무선식별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2) 등과 같은 실제적(authentic)･참여적인 체
험형, 실감형 첨단기술들을 교육분야에 적극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재윤 외, 201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이버학습이 일상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된다. 이창호 외
(2008)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 변동 전망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
면, 청소년들은 접근 가능한 다양한 교육기회 가운데 대안학교보다는 사이버스쿨이나 홈
스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30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로봇을 통해 학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

2) 전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서 바코드 시스템과 유사하나 빛을 이용해 판독하는 대신 전파를 이용
해 먼 거리에서 태그를 읽는 물체를 통과해서 정보를 수신 (http://ko.wikipedia.org/wiki/RFID). 2014.5.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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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미래에는 로봇을 통한 학습이나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이
러닝(e-learning)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세대인 초등학생일수록
미래형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유아단계에서부터 종이로 만든 책보다 전자
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를 접하는 세대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학습방법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선호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생들의 성향과 교육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
래에는 IT 세대로 대변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이들
을 창의적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교육방법 마련과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된다. IT 세대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보유하
고 있다. 이들은 단편적인 사고방식과 온라인을 통한 간접 경험에 매우 친숙하다. 현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손쉽게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깊이 있는 토론
이나 의사소통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라는 수단을 보다 적절하고 바람직하게 활
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정보화에 따라 변화
하는 학생들의 성향 추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강조도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들도 강화될 것이
다. 아울러 IT의 확산에 따라 교육공급자로서 학교의 독점적 위치가 약화될 것이며, 새로
운 학습 공급자가 등장하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국
가청소년위원회, 2006).
이 같은 결과는 미래사회에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방법과 교육기관 또한 다변
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어린 세대의 경우, 정보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바. 교육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주의 약화 및 지역사회의 부각
세계화의 심화는 교육제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제교류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국
제 호환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윤 외, 2010). 이러한 변화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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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국가주의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탈 국가주의가
가속화 되면 교육영역에서 국가의 독점은 종결되고,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교육
개방으로 국가 간 교육부문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육제도도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 네트워크
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문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대안적인 교육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보다 적극적인 형태로는 시민사회가 직접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시도가 나
타날 수도 있다(김영화, 2006).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세대통합교육 역시 지역단위로 지
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계화는 지식생산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강조될 것이다(국가청소
년위원회, 2006). 또한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의 단체나 조직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 수행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 증대
미래사회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인지적 학습능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민성, 인권,
다문화 포용성(cultural diversity) 등 인성･사회성을 포괄하는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3가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 하나로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능력
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OECD, 2005). 이는 성별, 연령, 인종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향후 미래시민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분야에서도 이처럼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
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문화된 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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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화,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원화된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고 통합적
시각을 지닌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같은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박재윤 외,
2010).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사회로의 이행,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연령, 성별 등 다양
한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예측되는 사회환경은 미래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4. 정보분야 미래환경 분석
한국사회의 정보분야 미래환경은 ICT 및 융합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네트워크가 강화
되는 사회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의 진전과 사회변화의 관계가 상호작용
하여 공진화(coevolution)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은 스마트 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회발
전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화 환경의 핵심을 이
루는 웹 진화 과정과 전망을 살펴보고, 모바일 스마트 미디어로 이동하는 사회로의 변화
가 본격화 되는 미래 정보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전
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보환경 특성으로써 웹의 진화
스마트폰의 등장 이래 ICT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에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의 일상적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의 인터넷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
차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한 커뮤
니케이션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
대에 태어난 사람들과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간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
케이션의 일상적 경험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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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발전은 기술적 혁명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진화과정의 연속선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웹 진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그림 Ⅱ-3] 참조). 따라서 여기
서는 웹 진화의 맥락 속에 정보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고 미래 정보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자 한다.

[그림 Ⅱ-3] 웹의 진화
출처 : Nova Spivack, (http : //photouni.tistory.com/243). 2014.1.27 검색

정보포털로서 웹1.0(1990~2000)의 시기는 정보포털로서 웹이 등장하면서 정보의 연결
(connect information)이 중요한 시기였다.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가 1989년
월드와이드 웹(World Wide Web : WWW)의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고안하여 노드
(node)와 링크(link)로 정보를 탐색하는 시스템 월드와이드 웹을 제안하면서 정보포털로
서의 웹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인터넷은 낮은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인해 주로
읽기전용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링크와의 연결을 통한 텍스트 위주의 정보가 주가 되었
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나 콘텐츠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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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호 작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플랫폼인 웹2.0(2000~2010)의 시기는 사람들의 연결(connect
people)이 중요한 시기였다.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의 팀 오라일리(Tim O'Reilly)
가 2004년 새로운 웹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플랫폼으로써의 웹이 시작되었
고, 이는 커뮤니티 기반의 동적인 공간으로 쌍방향 상호작용성의 웹을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플랫폼으로써 웹은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웹
(Social Web) 플랫폼이다. 콘텐츠 생산자로서 웹 사용자들은 블로그 운영,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 UCC) 활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나 커뮤니티의 적극적 이용을 통해 정보를 리믹스(remix)하거나 가공하는데 참여
하고 공유하는 생활이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협업(collaboration) 또한 웹2.0의
플랫폼으로써 웹을 상징하는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위키피디아(Wikipedia), 네이
버(Naver) 지식인(지식iN)은 개인 혼자서는 이룰 수 없지만 개인들이 지식을 모으고 아이
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분업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있다.
웹3.0(connect knowledge)은 시맨틱(Semantic) 웹(2005~2020)으로도 불리며 집단
지성의 주체가 사람에서 웹으로 교체되어 지능화된 웹이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는 시기이
다. 웹3.0에서 지식과 정보의 연결은 상황인식까지 가능한 시맨틱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
는데 이 기술은 이용자에게 맞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화, 지능화, 상황인식의 웹
으로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빅데이터3)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정보의 규모와 확장
성이 증가하고 네트워크가 복잡화되면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여러 정보를 읽고 이
해하고 가공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한 후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차세대 지능
형 웹으로써 웹의 지능화를 표방한다.
웹4.0(connect intelligence)은 유비쿼터스 웹(2015~2030)으로 시맨틱 웹 환경이 더
욱 발전하여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웹’의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포함, 유무선 통신기술,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SN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지오웹(geo-web), 무선식별 태그의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제한된 공간을 넘어 기기 간의 상
3) 규모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고정형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문자･
그림･영상 등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의미(출처 : 이재식(2013). FOCUS4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
술. 한국정보화진흥원.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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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성을 높여줌으로써 냉장고와 상점, 자동차와 상점, 자동차와 가정 등 시설물의 원
격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에서 기기 간의 상호통신으로 상황정보4)를 공유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기 간의 지능화5)를 통한 연결은 한 기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기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공간 자체도 상호작용하게
된다. 기기 간의 대화를 통한 공간의 확장성을 통해 편리성 또한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
다. 유비쿼터스 웹 환경은 스마트 IT 기술의 지능형 기기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면서 스
마트 라이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나. 정보사회에서 스마트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ICT의 진보와 함께 사회변화에 대한 논의는 정보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기술 진화적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보사회와 스마트 사회는 특징
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림 Ⅱ-4]에서 제시되었듯이, 정보사회는 핵심기술 요소로 지식역
량을 중시하는 지식･정보 중심의 사회로써 지식, 공유, 개방 등을 핵심가치로 중시한다.
거점이 없고 분화된 오픈 시스템의 권력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이 네트
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정보와 지식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공유가 확산될 수 있다. 이
에 반해, 스마트 사회의 핵심기술 요소로는 유비쿼터스, 컨버전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중시하며 핵심가치로 유연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손맥 외, 2010). 지능
형 디지털 미디어는 멀티미디어로서 TV, 라디오, 신문 같은 단일형 미디어가 아니라 영
상, 텍스트, 데이터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미디어로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지능형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의 증가로 디지털 미디어 편재성이 두드러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기기를 이용해 고용, 복지, 교육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생활의 기술로
정착할 것이다. 생활의 기술로의 정착은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여 일상생
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가정외에서도 가정 내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
4)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시스템 혹은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장소, 사물, 개체, 시간
등 상황(situation)의 특징을 규정하는 정보(출처 : 손맥･박수만･이윤희(2010). CIO Report :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공간
정보 서비스 활용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제29호. 8쪽)
5) 지능화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의 융합되는 스마트 IT 기술의 지능형 기기를 통해 모든 사물과 시스템, 프로세스에 지능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제품, 제품과 관련된 SCM, 서비스, 서비스의 제공방식, 자원 및 자연 시스템, 인터넷의 정보,
라이프 스타일 등 모든 것에 내포된 IT를 통해 지능을 부여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b, 2쪽). 따라서 인간 생활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간 중심의 서비스와 복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의 필수사항으로 스마트 라이프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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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환경에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스마트 사회에서 인간과 디지털 미디어 기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기존의 관행에 벗어나 유연한 대응능력을 갖춘
창조적 역량의 인재 육성이 중요해지게 될 것이며, 이 핵심가치는 인간의 편의성을 확장
하기 위한 것으로써 휴머니즘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정지선 외, 2009).
생활기술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헬스(e-health)나 유헬스(u-health)는 ICT를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거리 진료를 하는 것이다. 이헬스나 유헬스는 단
지 의사-환자의 관계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환자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점
검･진단･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의
사-환자 관계의 중심에는 ICT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다. 디지털 모바일 미디어로의 발전
으로 의사-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환경적 조건이 충족되었고,
이 둘의 동반자적 관계로의 전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4]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 석호익(2010.11.8), 손맥 외(2010), 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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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정보사회는 다매체 다채널의 다중 미디어 접근성이 확대되어 가정 내외에서 고
정 미디어에서 이동형 미디어로까지 스마트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이다. 아이폰
출시 이후 일상생활의 주요 변화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상시 접
속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무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생활밀착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 정보, 위치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 것들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미디어가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빠르고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워크의 최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스마트 워크는 원격근무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개인의 도전정신을 독려하기 때문
에 1인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성업하도록 할 수 있다. 스마트 워크를 통해 노동의 성과주의
적 가치보다는 필요시 장소와 시간의 제약없이 관계자들 간의 상시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자들 간의 신뢰 속에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 IT 기술은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패드같은 지능형 기기를 사용해서 스마트
워크,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카, 스마트 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일과 일상생활에서 스
마트 IT 기술 이전의 인터넷 IT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문화
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의 상시적 연결(always-on)이 가능한 유비
쿼터스 사회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다. 협력시스템으로써 웹 아키텍처의 발달
개방성, 상호작용성, 연결성의 요소들은 웹 진화의 동력으로 구글,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의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활동은 개방적 협업을 표방한다. 이용자 개인의 활동은 개별적
으로 이루어지지만 정보 형성에 참여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만들고 확대
해가는 과정을 연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 요소들의 핵심에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욕구와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 요소들은 또한 개인이 정
보와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협력을 통하여 정보와 지
식을 창조적으로 생산해서 타인과 공유하게 되는 협력시스템의 웹 아키텍처(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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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rture) 구성을 발전시킨다. 협력시스템의 웹 아키텍처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효
과를 최대화하여 창조적인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정보생태계 구축을 지향한다.
이러한 정보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 협력시스템의 웹 아키텍처는 동일한 목표를 추
구하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공감
으로 타인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고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연대의식과 협력적 동기는 웹 사용 맥락에서 이용자들의 협업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
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협력적 시스템의 웹 아키텍처는 또한 사회적 규범에
서 공정성, 평판, 호혜성의 가치를 중시한다. 공정성은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사
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협력하는데 기여하고, 평판은 상대방을 인
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만족하는 사회적인 협력은 정보와 지식의 교류
에서 상대방의 편익을 고려하는 호혜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웹의 진화 과
정은 개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만 이 개별적 활동이 집단적인 참여에 일익을 담당하는
협력적 아키텍처를 구현하는가에 따라 플랫폼의 성공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협력적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플랫폼은 세대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에서 개인이 자신을 위주로 타인과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협력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협력시스템의 아키텍
처는 세대 간의 이해, 공감, 소통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대통합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신 학습모델인 소셜러닝의 부상
웹2.0과 웹3.0으로의 진화로 정보와 사람, 정보와 기기,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 연결
성(connectivity)이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상호작용이 최적화됨에 따라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에서 협업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 점점 중요해지
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학습･교육환경 또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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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확산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융･복합화가 교육 콘텐
츠까지 확장되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 한마디로 모바일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PC 중심의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교육
콘텐츠가 모바일 융･복합 콘텐츠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PC기반 교육 콘텐츠가 시공
간적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웹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소셜러닝(social learning)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따른 전통적인 수직적 학습방식에서 벗어나 불특정한 다수가 학습
에 참여하여 학습자 간 수평적 학습방식을 추구하는 협력시스템의 웹 아키텍처를 구현하
고 있다. 소셜러닝은 실시간 피드백,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협업과 네트워크 역할이 강조되는 학습방법으로 스마트 정보사회의 신개념 학습모
델로 주목받고 있다. 권정은(2011)은 소셜러닝을 ‘학습자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종합
적 사고, 즉 맥락을 기반으로 학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발현을 돕는 학습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Ⅱ-5] 참조). 따라서 이 학습모델은 기존의 학습방법과 달리
소셜러닝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가 소멸되고, 교육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공동의 학습욕구를 지
닌 참여자들 간에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하며, 참여자가 소유한 지식과 정보가 무한히 확
장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Ⅱ-5]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신개념 학습모델, 소셜러닝
출처 : 권정은(201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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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상호작용 및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중시하는 소셜러닝의 학습방법은 교육 콘
텐츠의 디지털화 확산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평
생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래의 교육으로써 소셜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수직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수평적
이고 상호작용적인 지식의 창출이 이루어지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융통성 있는 역할교환과 역할수행(role-changing and role-taking)이 가능하다.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커뮤니티에서 집단지성의 협력적 학습방식을 추구하기 때문
에 교수자, 학습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 및
서로에 대한 배려다. 따라서 소셜러닝의 미래교육은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집단지성의
협력적 학습방식을 통한 세대 간 협력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소셜러닝의
미래교육은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들을 학습방식을 통해 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성을 계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소셜러닝이 미래교육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셜러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우수한 소셜러닝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해야 하고, 소셜러닝 추진을 위
한 가인드 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정은, 2011).
이상에서 ICT의 발전으로 스마트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생활의 기술로써 스마트 미디
어가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해 보았다.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은 웹의 협력적 아
키텍처를 발달시키며 유비쿼터스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라이프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 라이프
로 이헬스와 유헬스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직장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스마트 워
크로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높은 노동가치를 창출하는 고용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소
셜러닝으로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학습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커뮤니티 구성원 간에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지식과 정보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공유하는 학습방법을 체화하는 스마트 라이프
를 즐길 수 있다. 인터넷 초기에 논의되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논의에서는 거시적 변화
로서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이 장
에서 논의되는 스마트 정보사회 패러다임은 미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생활의 기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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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가 건강, 노동과 고용, 학습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밀착되어 이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ICT의 발전과 스마트 라이프의 관계가 불가
분의 관계임을 밝혀 미래사회의 정보환경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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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
세대통합을 둘러싼 보다 적확한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을 위해, 앞 절에서는 종합적 관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래환경 및 교육분야 미래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같
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분야에서 예측되는 변
화를 전망하고 관련 이슈를 점검하였다.

가. 교육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
교육분야에서 세대통합과 관련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세대통합과
관련한 미래전망 연구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이에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1차 년도 보고서
를 비롯해 교육분야에서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수행된 일부 연구물과 미래전
망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분야에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예측되는 미래변화
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세대통합교육 수요 확대
어느 시대나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연령별로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는 존재
하기 마련이고, 어느 세대나 연령대가 다른 세대와 갈등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세대
간 갈등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사회변동과 과학기술의 진보 등으로 인해 시간
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사회변동은 세대별로 성장환경이나 경험의 차
이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차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와 다양한 장면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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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간 갈등 및 대립으로 표출된다(이수연 외, 2006; 전제상,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유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조직에서는 상사와 부하
가, 정치적 장에서는 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기성세대와 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신세
대가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 같은 세대 간 반목은 사회 내부의 소통을 차단할 것이며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전제상, 2013).
따라서 미래에는 세대갈등이 주요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세대갈등 완화, 세
대통합성 증진, 세대 간 상호 협력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타인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학습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줄 필요가 있는데, 교육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래사회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인지적 능력 못지않게 다양한
집단의 사회구성원들과 상호협력하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바, 이 같
은 교육추세의 변화는 세대공감교육,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세대통합교육 참여 대상의 다양화 및 중간세대의 역할 증대
세대통합교육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면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연령집단의 범위가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
대와 고령세대 간의 만남과 교류를 전형(典刑)으로 삼아 왔다. 그렇지만 세대격차 및 세대
간 갈등이 사실상 모든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통합교
육의 대상이 굳이 1세대와 3세대로 제한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가 어울리는 과정에서 치유적
으로 세대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홍영란 외,
2013a).
이러한 맥락에서 추후 교육부문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중간세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중간세대는 1세대와 3세대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지식, 정보, 정서 교류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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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해외 사례들에서도 중간세대가 어린 세대와
고령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들이 다수 관찰된다는 점을 감
안해 보면, 이 같은 전망은 무척 실현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3) 고령자의 전문성 활용
미래의 세대통합교육은 고령자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실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대체로 1세대와 3세대를 주된 참
여자로 삼아, 어린 세대가 노인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도록 돕는 이른바 봉사활
동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노년층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
보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해와 배려를 받는 입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세대통합교육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들이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러
한 접근 방법이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도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은 더 이상 과거의 지식이
나 경험만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길게 연장된 노년기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졌고, 급속
한 사회변화로 인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한다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전제상, 2013). 따라서 고령자들도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변동과 기술발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
한 학습기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대통합교육 또한 서로 다른 세대
와 상호교류하면서 노년층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에 머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학
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될 때 수요자들로부터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세대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면 노인세대의 참여동기
가 더욱 제고될 수 있고, 보다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공경 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보
다는 노인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인세대의 연륜과 경험,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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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홍영란 외, 2013a).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부문에서 고령자들을 의미 있는 조력자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
할 필요성이 크다. 1차 생산 활동을 마치고 은퇴했으나 육체적 노동이 가능한 준고령 및
고령자 집단이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 투입되어, 양육기능 및 인성교육자
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박재윤 외, 2010). 이러한 접근은 핵가족화, 가족해
체 등으로 인해 조부모를 비롯한 노인세대와의 교류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
부터 자연스럽게 고령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를 촉진
하고, 상호 이해의 수준을 제고시켜 세대통합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4) 세대통합교육에서 학교의 역할 증대
교육부문 세대통합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미래에는 세대통합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세대통합교육은 대체로 학교 밖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물론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은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세대통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세대통합
성을 광범하게 내면화 시키는 데는 학교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세대통합교육 사례가 흔히 관찰된다. 그에 비해 한국
에서는 고령화사회 혹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학교에서 세대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소수 학교에서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 증진, 세대 간 협력 강
화를 위해 노인세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히 미미한 수
준에 머물고 있다(홍영란 외, 2013a). 하지만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세대통합교육이 부각되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유사한 전례는 다문화교육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게 되어 그로 인한 문제가 파급되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교육부문에서 이를 빠르게 흡수했던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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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세대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교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의 역할 강조와 관련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과 내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가르치고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
는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세대 간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
아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대공감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
다는 것이다(전제상, 2013). 이와 관련하여 전제상(2013)은 정규 교육과정에 세대공감 역
량 교육을 편성하고,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대통
합성이나 세대공감 역량과 같은 정의적 태도는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는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 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교과목에 한정하여
반영하기보다는 관련 교과목 및 교육과정을 통해 이 같은 가치를 광범하게 체득할 수 있
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5)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교육분야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그 성공 조건으
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조한다(이종원 외, 2009; 전제상, 2013; 홍영란
외, 2013a). 세대통합교육은 어느 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 사회만의 별개 문제가 아니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필요를 느끼고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기관
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야 그 만큼 저변이 확대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며,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대통합교육은 적합한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 서로가 보유한 지식
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홍영란 외, 2013a).
이러한 연유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 운영의 내실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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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복지관과 도서관, 종교단체, 청소년 단체나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필
요가 있으며(이종원 외, 2009; 전제상, 2013),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으로 전망된다.

6) 가족생활교육의 도입
한편,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을 가정으로 삼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가족단위
로 구성하는 이른바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세대통합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가족생활의 변화는 향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 같은 가정환경의 변화는 가장 애착관계를 유지해야 할 가족구성
원 간에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을 심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 안에서 세대 간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콘텐츠로 삼는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이경상 외, 2013).

나. 교육분야 세대통합 관련 이슈 분석
교육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제기될 세대통합 관련 이슈를 분석해보
면 아래와 같다.

1)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계획 수립
교육부문에서 세대통합 관련 이슈로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통
합에 관해 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영란
외(2013a)가 1993년~2012년까지 약 20여 년간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정책이나 정책 추진과제는 대단히 일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그간 수행된 교육정책 가운데 직접적으로 세대 간 공감과 협력, 상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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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도모하는 교육적 방안이나 조치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세대통합을 위해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이 부족하며, 그로 인
해 세대통합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세대갈등은 한
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본다
면 정부가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분야의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단기 세부 정책과제들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접근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홍영란 외, 2013a).

2)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 자체가 확
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자체
가 빈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율 자체가 높지 못하며, 그로 인해 다수의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대 간 접촉을 경험할 기회 그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아
울러 지금까지 실시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복지관이나 청소년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
공되었던 점도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앞서 예측한 것처럼 고령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노년층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원영희 외, 2012; 전제상,
2013에서 재인용). 그런데 현재로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치 않으며, 관련 정책의 부재, 법적･제도적 지원체제의 미비, 프로그램 미비
및 형식적 운영, 노년기 교육의 실천 전문가 부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한정란 외, 2011). 미래에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세대통합 내용을 다루게 되면, 젊은 층
은 대다수가 관련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해 지금처럼 노년층의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노년층은 세대통합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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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중요한 주체인 고령자들이 세대통합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접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널리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세대 간 갈등의 조짐이 일자리와 정치분야 등 주요 사회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세대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홍영란 외, 2013a). 그로 인해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지율은 무척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향후 세대통합교육이 확대 발전해나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대통합 수준 및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계층 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
(2003)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혼자녀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노부모의 경우에도 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와
상호지원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박경숙, 200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미진(2010)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지
율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
은 18.2%로 나타난 반면, 고졸 이하 학력은 5.1%, 대졸 이하는 18.7%, 대학원 이상 학력
을 소지한 경우는 23.9%가 세대통합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소외계층이 사실상 세대 간 갈등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세대통합교육에의 접근 가능성은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세대갈등
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 세대
갈등과 계층문제의 중첩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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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 간 지위의 상호 동등성 확보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세대 간 태도 변화를 도출해내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완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함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Witting & Grant-Thompson, 1998). 흔히 노인
과 어린 세대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주종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만남은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홍영란 외, 2013a). 따라서 세대통
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는 가급적 세대 간에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유교문화가 지배해 온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동등성
의 조건이 쉽게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질서가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세대 간
에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같은 연유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때는 세대 간에 불평등한 지위가 형성되지 않
고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사전교
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정란, 2002).

5) 학교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흥미 유도
앞서 미래사회에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수록 학교교육에서 이를
포섭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를
존중하고 이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면 대단히 이
상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통합교육의 성공 조건 중 하나인 자발적 참여 조건의 충족이라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위팅과 그랜트(Witting & Grant-Thompson, 1998)는 세대통합
교육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며, 교육
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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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대 간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강제적으로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형식적
인 것이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세대통합교육이 제공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안
정적으로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는 저하될 우려가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가 그다지 높지 못
한 작금의 교육환경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경우, 학생들은 이를

‘학교에서 시키니까 해야 하는’여타 교과학습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의 유발에 각별한 노력이 요청된다.

6) 실천･체험형 세대통합교육 운영방식 지향
세대통합교육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세대통합교육의
운영방식을 들 수 있다. 세대통합교육은 이론이 아닌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학교환경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 역시 담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영란
외(2013a)에 따르면,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한 해외 우수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교과서 중심
의 강의식 교육은 지양하고 실제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함께 만나 접촉하고 활동하며
경험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은 사실상 실생활의 문제이
기 때문에, 이론이나 내용 전달보다는 참여자들이 체험하고 실천해보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원표 외(2012)는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인성 함양은 단지 지식의
전달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업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성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선
진국의 인성교육 또한 이러한 방식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핀란드의 경우, 일방
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훈화로는 인성을 기를 수 없다고 보고 별도의 지식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홍원표 외,
2012).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향후 추진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도 이처럼 실천형･체험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학교는 그간 체험이나 활동을 통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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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보다는 강의식･전달식 교육을 주로 실시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강의식 풍토가 강한
학교 환경에서 세대통합교육이 실시될 경우 자칫하면 세대통합교육이 지향하는 실천적
방식이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세대통합교육의 효과적 실시 방법 등에 대
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교사의 세대통합교육 역량 함양 프로그램 실시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 함양이 필수
적이다. 교사들이 세대통합의 가치를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세대통합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세대통합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로 인해 세대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세대통합의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 양성과정이나 교원 연수에는 이에 관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성찰하는
(reflective)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박재윤 외, 2010). 이러한 시도는 상이한 특성과 수요를 지닌 학생들이 서로 어울
려서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대통합의 가치 또한 서로 다른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 성향을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학생들이 이처럼 사회통합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달하는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러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이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8) 세대통합 내용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합의 도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대갈등 문제가 본격화되고 세대통합이 사회통합의 주요 이슈
로 부각되면, 사회구성원들의 세대통합 역량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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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교육분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대통합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서는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국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
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다소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홍원표 외, 2012). 예
컨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에서 ‘배려와 나
눔’을 언급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홍원표 외, 2012). 그러나
홍원표 외(2012)에서 해외 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국가 수준 교육과
정에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원리,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와 공감,
권리와 의무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비교적 길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
다. 그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이러한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기본 방
향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통합성과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
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에 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 교육분야 세대통합 국제동향 분석
여기에서는 교육부문에서 관찰되는 세대통합의 미래전망에 관한 국제동향을 개괄적으
로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세대 간 갈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해소해야 할 중요한 문
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유럽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연대
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가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유럽연합 구성원들은 노인세대가 사회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이 그들의 삶의 경
험을 토대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비해 노인복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에 대해 적지 않은 부양 의무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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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영란 외, 2013a).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서구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와 고령세
대 간에 갈등의 여지가 적잖이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세대 간 갈등, 세대통합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정 정도 감지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에서 세대통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논의는 대단히 제한되
어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에 대한 전망에서 세대통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자료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여기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주요국 또는 주요 국제
기구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나 미래전망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고찰하였다.

1) OECD6)
주요국의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과 비전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일정 부
분 살펴볼 수 있다. 1997년부터 OECD가 추진하고 있는 DeSeCo 프로젝트는 기존의 지식
이나 역량만으로는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속가능한 경
제발전을 이루고 개인 차원에서도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계발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DeSeCo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첫째, OECD 선진국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교육성과 지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역량의 개념을 정립한다. 셋째,
다양한 전공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핵심역량 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DeSeCo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2개 참여 국가들이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선별하며 이를 공유한다
(김창환 외, 2013).
상술한 바와 같이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도출하는 데 많은 관
심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리첸과 살가닉(Rychen & Salganik, 2003)은 핵심역량이
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내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핵심역량은 개인의 삶의 질 제
고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와 도전에 적극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특정 집단이
나 구성원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반에게 요구되는 역량이어야 한다(김창환 외, 2013).

6) 여기 제시된 내용은 김창환 외(2013)에 정리된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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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참여국별로 자주 언급되는 역량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세 가지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이 <표 Ⅲ-1>
과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 DeSeCo 프로젝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역량
상위(HIGH)

중위(MEDIUM)

하위(LOW)

사회적 역량/협력
(social competencies
/cooperation)

가치교육
(value orientation)

문화 역량, 심미성, 창의성,
다문화 역량, 미디어 역량
(cultural competencies,
aesthetic, creative,
intercultural, media)

문해력/지적･응용 지식
(literacies/ intelligent and
applicable knowledge)

자기역량/자기관리
(self-competencies/
self management)

건강/스포츠/신체적 역량
(health/ sports/
physical competence)

학습역량/평생교육
(learning competencies/ lifelong
learning)

정치적 역량/ 민주주의
(political competence/
democracy)

의사소통 역량
(communication competencies)

자연과 관계하는 생태학적 역량
(ecological competence relation
to nature)

출처 : Uri Peter Trier(2001). p.29; 김창환 외(2013). 21쪽에서 재인용.

<표 Ⅲ-2>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미래사회 핵심역량
핵심역량

구성 요소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 하기

∙ 관계역량
∙ 협동역량
∙ 갈등 대처 및 해결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 큰 그림과 넓은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 삶을 설계하고 실천에 옮기기
∙ 개인의 권리, 관심, 한계, 필요 등을 주장하기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출처 : 김창환 외(2013). 38쪽.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DeSeCo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국들은 사회적 역량, 협력,
의사소통 역량을 사회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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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핵심역량에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 속에서 상
호작용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며,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이에 대처하는 역량이 미래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역량은 다른 연령
대의 사람들과 상호 협력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과 긴밀히 연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국의 교육과정7)
교육부문에서 세대통합과 관련한 미래전망 국제동향을 개괄하기 위해 주요국의 교육과
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후속 세대에
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응축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나아가려는 방향을 파악
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다. 홍원표 외(2012)가 주요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미래사회에는 학습자의 인성･사회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공헌,
자율성, 시민적 역량 등 인성과 관련한 요소들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보고
있었다(<표 Ⅲ-3>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핵심역량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었고, 캐나다 퀘백주의 경우에도 타인과의 협동, 적절한 의사소통능력
을 주요 역량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프랑스 국가 교육과정 또한 사회적･시민적 역량을 핵
심역량으로 제시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
께 일하는 능력을 주요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주요국의 교육과정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상호 협력
하는 인성･사회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서로 다른 세대의 구성원과 협력하고 통합하
는 데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성･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세대통합성 증진
과도 긴밀히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여기 제시된 내용은 홍원표 외(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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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주요국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
국가 혹은 지역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

캐나다 퀘백주의
범교과적 역량

프랑스 국가
교육과정

핵심역량
1. 사고력
2.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
3. 자기관리
4. 타인과 관계 맺기
5. 참여와 공헌
1. 지적 역량(정보 활용 능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판단력, 창의력)
2. 방법론적 역량(효과적인 방법의 채택, ICT 활용 능력)
3. 개인적, 사회적 역량(자아정체성의 형성, 타인과의 협동)
4. 의사소통 관련 역량(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1. 모국어 습득
2. 외국어의 유창성
3. 수학, 과학, 기술의 핵심요소
4. ICT의 활용
5. 문화적 교양
6. 사회적, 시민적 역량
7. 자율성과 주도성

1.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조직하는 능력
2.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능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3.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
핵심역량
4.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
5. 문제 해결력
출처 : 홍원표 외(2012). 14쪽.

교육을 통해 인성･사회성을 함양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 갈등을 줄이고 통합
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관찰된다. 미국의 경우,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의 6기둥 모형이 학교 인성교육의 개념적 틀로 널리 참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최준환 외(2009)는 여기에 4가지를 추가하여 미국 학교들이 추구하는 10가지 덕
목을 제시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표 Ⅲ-4>에 정리되어 있다.
아래 제시된 미국 인성교육의 10대 덕목 가운데, 타인 존중, 공정･정의, 배려 등은 세대
통합이 지향하는 바와 직결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타인 존중의 경우 ‘다른 사
람의 입장을 잘 배려’,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함’,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정의의 경우에도 ‘타인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대함’, ‘개
방적이며 이성적으로 행동’, ‘타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을 결정하고 행동’ 등이 언급
되어 있다. 아울러 배려 덕목의 경우, ‘자비, 친절과 관용을 베풂’, ‘타인을 이롭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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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희생’, ‘타인의 관심과 필요를 헤아림’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
용들은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세대와의 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태도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4> 미국 인성교육의 10대 덕목
덕목
신용
(trustworthiness)

타인 존중
(respect)

책임감
(responsibility)

공정/정의
(fairness/ justice)

내용
∙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말에 책임을 짐
∙ 비밀을 지키며 배반을 하지 않음
∙ 자신이나 친구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음
∙ 충성을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지면 충성을 다함
∙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함
∙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
∙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함
∙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
∙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 해결
∙ 타인을 의도적으로 당황하게 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음
∙ 해야 할 일이면 즉시 실천에 옮김
∙ 신용을 잘 지키고 책임전가하지 않음
∙ 자신의 도덕기준에 맞추어 행동
∙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
∙ 자기 통제가 잘 됨
∙ 타인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대함
∙ 개방적이며 이성적으로 행동
∙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음
∙ 타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을 결정하고 행동

배려
(caring)

∙ 비열하지도 잔인하지도 않고 남의 감정에 둔감하지 않음
∙ 자비, 친절과 관용을 베품
∙ 타인을 이롭게 하지 위해 희생
∙ 타인의 관심과 필요를 헤아림

시민정신
(citizenship)

∙ 지역사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좋은 사회건설을 위해 충실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환경보호에 관심
∙ 법 준수

정직
(honesty)

∙ 믿을 만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움
∙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음

용기
(courage)

∙ 비록 나 혼자만일지라도 옳은 일을 하고자 함
∙ 친구의 좋지 않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음
∙ 주변의 몇몇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의견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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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

내용

성실
(diligence)

∙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추구
∙ 자기관리 철저
∙ 일을 할 때 꾸물거리지 않음
∙ 목표를 세우면 행동의 초점을 맞추고 실행

통합성
(integrity)

∙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
∙ 유혹에 의해 나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음
∙ 자신에 비추어 부끄럼 없는 행동을 함

출처 : 홍원표 외(2012). 20쪽.

인성･사회성, 사회구성원 간 통합에 대한 강조는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도 관찰된다. 핀
란드 국가교육청은 2016년 8월 1일 새 학년에 적용될 교육과정을 2012년부터 준비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
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홍원표 외,
2012에서 재인용).

∙ 성장과 배움의 연속성 강화와 학생의 성장, 계발, 발전 단계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
∙ 취학 전 교육, 종합교육, 추가교육을 현재의 강점들에 기초하여 견고하게 하고, 활동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요구들에 맞게 개발하기(홍원표 외, 2012에서 재인용)

∙ 교육 업무와 활동문화 개발을 감독하는 가치와 원칙을 규정하고, 불평등 감소를 출발
점으로 삼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정체성 강화 돕기, 상호 소
통하고, 남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하는 활동 방식 증진하기

∙ 기량, 손재주의 의미를 강조하고, 교과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래에 필요한 문화 지
식과 광범위한 능력 달성을 출발점으로 목표 규정하기(홍원표 외, 2012에서 재인용)

∙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배움의 개념들을 심화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공동체성을 지향
하며,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배움의 전제조건들 강화하기

∙ 서두를 필요 없이 필수적인 내용에 집중하고, 배움을 심화할 수 있도록 종합교육의 내
용을 분류하고 다듬기(홍원표 외, 2012에서 재인용)

∙ 지역/시 자체 교육개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를 지원하기
∙ 개편 과정 동안 다방면 협력을 실현하고 교육주관자들도 똑같이 이를 위해 노력하도
록 권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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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업무를 교수와 교육의 전략적 개발에 포함하기(홍원표 외, 2012에서 재인용)
∙ 교육주관자들과 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기준들의 구조화와 전자화를
실현하여 융통적인 교육과정 도구 제공하기(홍원표 외, 2012에서 재인용)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 상호 소통 및 타인 존중, 공동체성
지향 등의 내용은 핀란드 교육과정 또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로
다른 세대와 협력하고 교류하는 데에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 및 국제기구 동향을 종합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교육
부문에서 세대통합만을 이슈로 하여 본격적인 활동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와 협력,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등
인성･사회성 증진에는 공통적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
은 타인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를 존중하고 이들
과 협력하는 세대통합성을 함양하는 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세대통합 관련 동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교육부문에서 세대통합만을 이슈로 하여 본격적인 활
동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와 협력,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등 인성･사회성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
여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
를 존중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세대통합성의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주요국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나 배려심
증진을 위해 이론보다는 실생활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필요
한 덕목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 차원에서 교육과
정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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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성･사회성 증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되 단지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와의 연계를 중요시 하며, 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를 비롯하여 교육과 관련된
여타 교육주관자들도 이러한 노력에 협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정보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과 이슈 분석
앞 절에서 한국사회의 미래환경과 관련하여 정보분야의 미래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정보분야
에서 예측되는 변화를 전망하고 관련 이슈를 점검하였다.
정보분야 미래전망의 핵심은 ICT의 지능형 모바일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상시적인 네
트워크 연결이 실현되어 경제, 정치, 교육, 복지,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 미디
어가 사용되는 유비쿼터스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유
비쿼터스 스마트 사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모호해져 사이버 라이프가 일상생활
로 보편화되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 중시되는 핵심적 가치 그 자체를 사회의 핵심가치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세대통합 논의와도 필수적으로 연결된다.

가. 정보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
여기에서는 정보환경의 미래전망에서 논의되는 핵심적 내용을 근간으로 디지털 세대통
합과 관련된 시민성 계발의 필요성을 먼저 탐색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스마트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
질에 대한 논의이며 디지털 세대통합이 구현해야할 목표이기도 하다. 디지털 세대통합은
독립적으로 추구되기 보다는 세대통합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디지털 세대통합과 세대통합의 연계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연계성을 위
한 교육적 방안으로 연령별 집단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이
를 주관할 조직으로 민･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컨소시엄 구성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세대통합의 미래전망과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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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시민성의 계발
디지털 미디어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전통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
이션을 하게 한다. 웹2.0의 등장 이래로 개인들은 관계의 유대를 유지하거나 강화를 목적
으로 하는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을 텍스트나 영상의 콘
텐츠 형식으로 업로드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상에서 타인과
소통을 하는 참여문화가 발달하고 있다. 웹의 진화과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터넷
의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미래전망에서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 가상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보환경에서 좋은 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시민의 자유와 의무를 행사하며, 공공적 사안과 공동체의 영위를 위한 참
여적 행동을 의미한다(Mossberger, 2008; 이원태 외, 2011).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
문화가 공존하면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보다 다차원적 능력
을 요구하고 있다. 김위정(2012)은 ‘다문화･다양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
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갈등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새롭게 부상하는 시민성의 핵심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원
태 외(2011)도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시민능력은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텍스트 비
판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디지털 시민능력을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그 가치를 식별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를 구성
하는 시민으로서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y), 즉 문화
적 능력(cultural competency)이자 시민적 능력(civic competency)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정의하고 있다(이원태 외, 2011). 특히, 이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민성의 핵심요인은
디지털 미디어로 생성되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창조적 생산, 공유, 협업, 참여 등의 이용자
지향의 특성과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숙의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시민성 계
발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가상현실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공적 커뮤니케이션까지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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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가상공간의 소통방식은 사회가 직면한 이슈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참여하
는 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높은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이 디지털을 매개로 하
는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의 한 측면으로 부상하는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시민성의 계발은 세대통합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미디
어를 가까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기술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세대다. 이
세대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
며, 세상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얻는 것을 일상화한다. 반면에 아날로그 세대는 디지털 미
디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며 오프라인에서 대인과의 만남이나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
정 및 전통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에 중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대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며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의 차이, 언어
를 구사하는 방식의 차이,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 격차는 세대 간 이해부족과 대화의 단절 같은 문제로 현실화 되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이용능력 및 활용의 폭과 깊이가 커지
면서 세대 간 이해부족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디지털 세
대격차로 파생되는 문제는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문화갈등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데 디지털 시민성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
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성 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시민성은 학습과 교육의 사회
화를 통하여 활동과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디지털 통합과 세대통합의 연계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은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 정책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장애인･농어
민･고령층･저소득층과 같은 전통적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PC 기반의 고정형 미디
어 기반의 정보화 수준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스마트 모바일의 등장으로 디
지털 격차가 PC와 모바일 접근은 물론 이용능력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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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 모바일 보급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접근의 격차와 더
불어 이용능력과 활용의 격차가 시간지체 현상 없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격차 지형의 다변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디지털 통합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여 보다 다차원적인 정책 실행 방안
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시민들의 참여를
균등하게 하고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디지털 통합은 디지털
소외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다. 디지털 소외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
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이용능력,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가 증폭될 위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통합 정책은 스마트 모바일 기술
이 실생활에서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보격차를 정보 접근권의 문제에서 보
편적 시민권의 문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가 국
민 생활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창출에 필요한 정보화 수준을 갖추게
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
는데 요구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한국정
보화진흥원, 2013).
보편적 시민권으로써 디지털 통합의 정책 대상은 디지털 미디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
어를 제대로 이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
다. 이는 또한 고령화하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와 맞물려 세대통합성과 필연적인 연관성
을 지니게 된다.
향후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면서 은퇴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됨
과 동시에 기존의 고령인구가 보다 세분화되어 자발적 시니어와 비자발적 시니어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될 것이다. 디지털 세대도 디지털 원주민8)과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세분화
8) 디지털 원주민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디지털에 적응한 세대이며, 디지털 이주민은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의식적으
로 디지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세대를 의미를 의미하는 반면, 디지털 세대에 포함되지 못한 디지털 부적응자 계층은 디지털
지체자 혹은 탈 디지털주의자로 구분(김기환 외(2009). 디지털 세대 특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6(2),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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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집단 구성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분화된 연령집단은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경험의 차이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특히 현재 본격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 환경으로의 매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
다. 다시 말해, 인터넷 등장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듯이
스마트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를 보다 세분화된 연령집단으로 분화
할 것이며, 이 분화된 연령집단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역사적
경험을 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세대 간 격차와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통합 정책은 세대통합 정책을 고려하여
수행되지 못했으며, 현재도 이 관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통합 정책은 세대통합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세대통합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정책 집단 세분화를 통한 하위집단 구분과 집단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대통합교육이 세대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기술과 경
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은 디지털 세대통합
교육으로 접근성, 이용능력, 활용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과 협력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진
행해야 할 것이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디지털 세대통합과 세대통합 정책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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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집단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의 활성화
디지털 통합 정책은 시민들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참여 증진이 종국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통합 정책은 전통적인 미디어 비
판능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디지털 시민능력을 배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
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세대격차 통합과 관련해서 기존의 고령층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확장하여 전 국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 집단별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
할 것을 요구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화 진흥원이 수행한 55세 이상의 고령층
810만명의 정책대상 집단 세분화에 따르면, 인터넷 비이용 집단 502만명, 인터넷 제한적
활용 집단 219만명으로 고령층의 89%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는 인터넷 기본적 활용 집단(38만명)과 확장적 활용 집단(18
만명)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의 고령인구가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기존 정보격차의 정책 대상, 정책 방향 및 내용
과 신(新) 정보격차의 정책 대상, 정책 방향 및 내용을 비교해보면 현재 디지털 통합 정책
의 방향 및 쟁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표 Ⅲ-5> 참조).

<표 Ⅲ-5> 기존 정보격차와 신(新) 정보격차의 정책 대상 및 방향, 내용 비교
주요 이용기기

정책 대상

기존 정보격차

신(新) 정보격차

PC 및 유선 인터넷

스마트 기기 및 무선(모바일) 인터넷

∙ 6대 소외계층(인구통계학적, 법률적 계층
분류)
-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6대 소외계층 + ɑ(정보화 수준을 갖추지 못
한 모든 집단)
- 기존 소외계층 + 新 스마트 소외계층
- 유무선 비이용/유선만 이용집단
- 제한적(소극/미숙) 이용집단

격차 특성

∙ 다중격차 : PC 기반 유선 인터넷 격차 + 스
∙ 단일격차 : PC 기반 유선 인터넷 격차
- 업무, 학습, 정보 등 특정 생활영역에 제 마트기기 기반 모바일 격차
한적 영향
- 관계, 참여, 라이프 스타일, 문화, 소통
- 접근과 활용격차가 시차를 두고 발생
등 모든 생활영역에 전 방위적 영향
- 접근과 활용격차가 동시적으로 발생

정책 방향

∙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물리적 접근성 해소 ∙ 정보화 수준을 갖추지 못한 집단의 접근과
와 양적 활용 증대)
활용격차 해소

정책 내용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이용률 제고 ∙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정보화 수준 제고를 통
한 전 국민의 질적 활용 증대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1쪽, 44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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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Ⅲ-5>에서 보듯이 이 연령 집단의 10% 정도만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현
실은 이 세대가 다른 세대와의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적, 문화적 소통의 차이로 세대 간 이해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층의 상당수는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신
조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동영상과 사진 공유
등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이 연령집단은 커뮤
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녀나 손주와 대화 단절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했다고 진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홍영란 외, 2013a), 이 연령 집단에게 세대통합교육과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년층 전업주부(45~54세)의 정책 대상 집단 세분화 구성을 살펴보면, 스마트 미
디어 비이용 집단 34만명, 스마트 미디어 제한적 활용 집단 47만명으로 전체 81만명(57%)
에 이르며, 이는 스마트 미디어 기본적 활용 집단(48만명)과 확장적 활용 집단(14만명)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무엇보다
이 집단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세대로 자녀의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활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자녀들보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 능력과 활용이 떨어
져 지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속하는 집단이다. 온･오프라인에 시간을 배분, 관
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청소년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일상생
활의 일부분이며 온･오프라인 활동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화 과정을 겪는 세대다. 이에
반해, 부모세대는 오프라인 활동을 가치창출의 주요 영역으로 여기는 세대로 세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주요 소통공간이 차이가 나면서 부모-자녀 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부족으로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문화적 충돌로 상징되는 세대 간 문화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이호영 외, 2012).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세대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년층 세대와 장년층의 부모세대의 디지털 세대격차는 그 격차가 증폭되면서 언
어적, 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은 노년층-장년세대, 노년층-자녀
세대, 부모-자녀의 1~3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은 노년층, 장년층, 청(소)년층 각각의 연령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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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 이용능력, 활용 차원에서 상이하게 다른 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디
지털 세대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층이 다
른 세대에게 디지털 미디어 이용방법을 전수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세대통합과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교육 환경의 조
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민･관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현재까지 디지털 세대격차 해소 정책은 세대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 간 통합교육
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장･노년층을 중점에 두고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노인정
보화교육 실시와 이헬스 같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홍영란 외,
2013a). 그러나 현 시점은 디지털 세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통합 관점으로
의 전환이 요구되며 세대별 집단세분화와 이 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세대격차는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디지털 격
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분리된 채 진행되어왔
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대통합교육과 연계하여 실행될 필요가 있다. 세대통합교육
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민･관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세대통합교
육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통합교육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만으로
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 지역
사회, 시민단체, 학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긴밀하게 연결하여 정책 수
립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자가발
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모델로써 ‘디지털 영국(Digital Britain)’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영
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하여 정부, 산업, 그리
고 제 3부문으로 대학, 도서관, 지역사회 온라인 센터의 이해관계자들이 워킹그룹을 구성
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오프컴(Ofcom)이 이 컨소시엄을 관리, 모니
터링 및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디지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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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학습, 시민권, 창의성, 문화, 건강, 교육, 고용 등의 참여의 동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원태 외, 2011).
영국의 사례처럼 향후 세대통합교육은 민･관 파트너십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수행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세대통합교육협력 사업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
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대통합교육과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을 연계해서 진행
되어야 한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정보화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디지털 세대격차가 문화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계는 아주 중요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은 시민성
의 계발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시민능력을 배가하는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세대통합교육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방과 후 커리큘럼 지역공동체 센터를 기반으로 세대 간 소통과 협
력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실행 후 그 성
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후속 프로그램이 보다 발전적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정보분야 세대통합 관련 이슈 분석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기술의 혜택은 삶의 편의를 높여왔지만 산업사회에서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갈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원태 외(2012)는 산업사회에서의 사회갈등
문제는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었던 반면에,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사회갈등은
산업사회 갈등요인과 더불어 이념적 갈등요인이 증가하는 동시에 계층 간, 연령 간 정보
접근과 활용에 따른 정보 불평등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그
림 Ⅲ-2] 참조).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생기는 정
보격차의 문제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사
회가 스마트 정보사회 환경으로 전환해가는 현 과정에서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발전과 디
지털 컨버전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격차는 보다 복잡해지고 다면화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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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
출처 : 김종길(2005); 이원태 외(2012). 26쪽에서 재인용.

우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같은 개인형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의 대중화는 가구의 유
선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환경으로만 국한되던 ICT 환경을 무선 네트워크 접속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개인의 인터넷 환경이 중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
어 환경이 개인에게 다매체 다채널의 다중미디어 접속환경과 시공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네트워크에 상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 미디어의 비용이
나 동기부재로 인한 비접근 및 이용능력, 활용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고령화와 저출산
으로 인한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맞물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대통합 관련 이슈로써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비
이용에 따른 세대격차와 디지털 격차지형에 따른 세대격차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 디지털 세대통합의 집단 세분화 정책의 부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세대차이를 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단순한 이용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중첩됨으로써 나타나는 세대특성, 가치관, 시민성의 차이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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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미디어 비이용에 따른 세대격차의 완화
2013년 스마트폰 보유 가구 비율은 79.7%로 2년 전인 2011년 42.5%에 비해 두 배 가까
이 성장했고 2014년에 스마트폰 보급률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013년에까지 진행된 스마트폰 이용자의 연령층의 확대는 살펴볼 만하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 2년간 스마트폰 성장을 이끈 것은 주로 20대와 30대였다. 2013년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에서 20대와 30대는 소폭 상승세에 그친 반면 40대~50대 중･장년 이용자층이 대
략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선 외, 2014).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젊은 연
령대에서 중년과 고령의 연령대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
정보화진흥원 신디지털 격차 보고서(2013)에 따르면, 세대 간 스마트폰 보유에 있어 2010
년에 20~30대와 60대 이상의 격차가 14.9%에서 2012년에는 80.8%로 65.9%로 확대되어
세대 간 스마트 보유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그림 Ⅲ-3] 참조).

[그림 Ⅲ-3] 세대 간 스마트폰 보유율 격차 추이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31쪽.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 따르면, 취약계층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스마트폰 비이용
의 이유에서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장･노년층과 농
어민은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름’에 대한
응답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두 계층은 ‘이용 필요성 부재’와 ‘사용방
법 모름 및 어려움’도 대략 14~1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Ⅲ-6> 참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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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노년층은 비용부담 만큼 이용의 동기와 이용능력 및 활용방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의 새로운 미디어 채택과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영국의 경우 은퇴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포기한 가
장 큰 이유로 ‘흥미 없음’을 꼽았다. 뒤를 이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가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아서’, ‘컴퓨터가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인터
넷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거론됐다(Dutton & Blank, 2011).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이
용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관심이 없어서’(21%), ‘컴퓨터가 없
어서’(13%), ‘배우기 어렵고 좌절스러워서’(10%), ‘스킬이 없어서’(8%),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8%)를 인터넷 비이용 이유로 들고 있다. 2010년 결과와 비교해서 2013년
은 ‘관심이 없어서’와 같은 동기 부재가 48%에서 34%로 낮아졌지만, 배우기 어렵고 나이
가 많다고 느끼는 이용능력은 18%에서 32%로 높아져 인터넷 비이용의 이유로 이용능력
요인이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Zickuhr, 2013).

<표 Ⅲ-6> 취약계층 스마트폰 이용･비이용의 특성
구분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

33.5①

47.6①

31.0①

29.7②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름

23.0②

19.3②

29.6②

31.2①

이용 필요성 부재

12.0④

13.1③

14.6④

14.0④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

10.9⑤

9.2④

14.9③

15.2③

신체장애나 제약으로 인한 이용 어려움

14.7③

2.3⑥

3.8⑥

4.9⑤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약정이 남아서

2.9⑥

6.1⑤

4.6⑤

3.8⑥

무료 접속시설 및 장소의 부족

2.4⑦

1.5⑦

0.8⑦

0.9⑦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7쪽.

김호기 외(2011)는 이를 자발적 소외, 스마트폰 포비아(phobia), 자기 효능감의 결여,
이용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재, 낮은 혁신 태도 등으로 분류하고 연령이 많고 직업이 없으
며 학력이 낮을수록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동기 부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은퇴세대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고령층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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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어 신체 건강한 생활, 자식과 독립적인 생활, 주체적인 문화소비, 적극적인 사
회참여, 디지털 라이프를 지향하는 스마트 실버세대로서 자발적 시니어(Active Senior)9)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근 외, 2012).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은퇴세대는 커뮤니케이션, 오락, 정보의 도구로 뿐만 아니라 헬스 케어, 이동성과 안전성
이 있는 고정형, 이동형 IC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며 자발적 시니어와
비자발적 시니어들 간의 정보격차는 단지 접근성의 격차를 넘어 자신의 생활에 불편을 초
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슈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스마트 IT를 활용하여
국민 개인 특성을 반영한 복지 실현과 스마트 기기에 매개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스마트 라이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 디지털 이용능력의 차이에 따른 세대격차
장･노년층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 볼 때, 스마트폰 구입과 이용비 부
담만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과 스마트폰이 있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고령자가 젊은 층에 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더디
기 때문에 기기 활용을 위한 이용능력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의 기회
도 많지 않아 새로운 기기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제대로 자극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이 내재되어 있다.
새로이 등장하는 미디어 채택에 대한 저항이나 부적응으로 인해 고령층이 스마트 미디
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스마트 미디어가 점차 일상생활에서 생활밀착형 필수품으로 인식
되고 사용되면서 디지털 세대인 젊은 세대와의 이용능력과 활용방식에서 격차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정보격차는 세대 간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치, 경제, 문화적 활동과 자기경력 계발의 기회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대인간의 의사소
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류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다(이원
9) 1955년생~1963년생으로 뉴실버 세대는 2000년대 들어 은퇴가 시작되고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
하는 세대, 스스로 노인의 범주에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능동적 자기계발에 힘쓰며(자녀들과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며) 세상
에서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세대로 정의된다(이희상･한현수, 2013. 31쪽). 이 세대는 앞 세대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물학적 연령보다 인지적 연령을 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성향과
여가, 소비, 문화향유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세대이다(김정근 외, 2012; 이희상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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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외,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모바일 격차지수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모바
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27.8%로 일반 정보화 수준(74.0%)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4대 취약계층 가운데 장･노년층이 22.2%로 가장 낮았고, 농어민이
25.3%, 장애인이 30.2%, 그리고 저소득층이 46.1%로 일반인 대비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은 모바일 역량에서 16.1%, 모바일 활용에서 22.9%
로 장애인(역량 27.6%, 활용 31.1%)과 저소득층(역량 48.0%, 활용 45.9%)의 취약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모바일 역량과 활용지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Ⅲ-4] 참조). 이는
PC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무선 인터넷의 정착으로 이중 격차가 중첩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노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기기를 보유하거나,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
고 관리하거나,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관계 네트워크를 유지 및 확장하거나,
사회적 참여를 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4]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 모바일 정보화 수준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2쪽.

세대격차 이슈는 기기 이용능력 그리고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의 활용 폭과 깊이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기기 이용능력과 관련해서, 김호기 외(2011) 연구는 이용능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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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스마트폰의 적극적 사용과 소극적 사용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도 중
요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조작방법이나 기능사용 방법이 서툴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면 크기나 글자 크
기, 터치 기능 등 인터페이스 문제 역시 이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의 복잡성은 기성세대의 이용에 큰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호기 외, 2011). 주목할 만한 것은 동료 등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적 지원이 이
용능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쳐, 20대 남성의 경우 스마트폰 구입 직후 주위 친구들과 함께
사용법을 손쉽게 익힌 반면 50대 남성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줄 동년배 친구 등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호기 외, 2011).
인터넷 이용의 활용 폭과 깊이와 관련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 디지털 격차 보고서
(2013)에 따르면 세대 간 인터넷 이용의 성과격차에 있어 20~30대와 60대 이상의 SNS
이용률의 격차는 2010년 38.5%에서 2012년 68.1%로 증가함으로써 30%의 차이가 나서
여타의 인터넷 이용의 성과격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되었고, 동 기간
(2010~12년) 온라인 사회참여 격차의 차이는 20.2%, 네트워크 형성률 격차는 25.8%, 커
뮤니티 활동률 격차는 10%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스마트폰 보유율의
격차로 인해 인터넷에서 사회관계 유지와 형성, 시민참여 활동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림 Ⅲ-5] 세대 간 인터넷 이용의 성과격차 추이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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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에서 고령층과 디지털 세대 간의 격차의 심화와 함께 부모-자녀간의 격차
도 나타나고 있다.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자신의 인터넷 사용 능력을 보다 신뢰하며
부모와 자녀 간 인터넷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정보역량과 활용량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또한 부모세대가 인터넷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가 여부는 정보화 인식수준과 정보
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박웅기 외, 2009).
세대 간 정보격차 양상은 인터넷이나 스마트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
로부터 이용의 능력이나 활용의 방식에서 생기는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용능력과 활
용방식에 따른 세대 간 정보격차는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
인으로 작동하여 세대 간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3) 디지털 통합의 세대별 집단 세분화 정책 수립
기간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01~05),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06~10) 추진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취약계층 정보화 수
준의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러한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디지털 기기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
하지 않는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스마트 환경의 도래에 따라 이
러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
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 계층의 디지털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통합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계속 출현하고 이 기기의 채택
과 보급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소되기 쉽다
는 점, 디지털 격차가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집단 간 격차에서 이용자들 사이의 집단 내
격차로 다층화되고 있다는 점, 디지털 미디어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과 공동체 사
회의 참여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의 관점이 디지털 통합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세대격차 해소는 장･노년
층 중심으로 정책대상 집단이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미디어의 전면적인 이용 여부에 따라 세대별로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량 같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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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를 단순히 사
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타인
과 소통할 수 있는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같은 보다 복잡
하고 다차원적인 디지털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역
사적 경험의 차이로 세대격차는 보다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디지털 격
차는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구분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특정 코호트의 문화적 행태적 특징
을 기반으로 집단 세분화가 이루어져 연구된 것은 거의 없다. <표 Ⅲ-7>은 세대에 따른
집단 세분화를 시도한 것으로 포스트 디지털세대는 17.6%, 디지털세대는 29.1%, 디지털
이주민은 36.3%, 디지털 지체자는 17%의 인구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은 고령인구인 디지털 지체자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따
라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디지털 통합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디지
털 소외와 함께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층화된 정책집단을 세
분화하고 이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한국정보화
진흥원, 2013).
그러나 디지털 통합 정책에서 세대정책은 여전히 장･노년층에 중점을 두는 정책만을 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노년층이 디지털 소외가 가장 큰 집단이기는 하지만, 세대에 따
른 집단 세분화와 이러한 집단 구분에 따른 격차완화 정책과 실행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17%의 디지털 지체자는 고령인구로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점
차 고령인구가 인구 구성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이 세대통합과 디지털 세대통합정책을 기반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인구구성비에서 46.1%를 차지하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지체
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 동참하고 있
지 못한 현실을 볼 때 디지털 세대와의 차이가 세대갈등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기성세
대와 디지털 세대의 소통 단절은 연령효과에 따른 보수성의 증가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따
른 집단 경험의 차이로 생길 가능성이 크며, 향후 이러한 소통의 단절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세분화에 따른 세대별 맞춤형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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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과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
<표 Ⅲ-7> 디지털 세대 구분과 코호트별 세대 명칭
구분

출생연도 및 연령

인구수

인구 구성비

포스트 디지털 세대

밀레니엄세대

1998년 이후
16세 이하

864만명

16.87%

디지털 원주민

Y세대

1977-1997년생
17~37세

1499만명

29.27%

X세대

1976-1970년생
38~44세

618만명

11.07%

386세대

1969-1964년생
45~50세

515만명

10.05%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51~59세

735만명

14.35%

해방세대

1946-1954년생
60~68세

420만명

8.19%

식민지세대

1945년생 이전
69세 이후

471만명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지체자

36.47%

17.38%
9.19%

출처 : 한국의 사회지표(2014) 웹페이지((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2014.5.23 검색; 김
기환 외(2009). 155쪽; 박재흥(2009). 25쪽.

4) 디지털 세대 VS 아날로그 세대 특성과 세대갈등
특정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는 유사한 사회, 역사, 문화적 경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삶의 가치나 특정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가치관, 삶의 태도, 행동 양식에
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민영 외, 2013; 박재흥 외,
2012).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세대차이, 더 나아가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7년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성장한 디지털 세
대가 부상하게 되고 이들은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으며 온라인의 정보적･오락적･교류적
활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아날로그 세대와 구분되
기 시작한다. 이에 반해, 아날로그 세대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분명하며 온라인 활동보다
는 오프라인 활동에 익숙하여 온라인 활동을 새롭게 배워야 하거나 이를 포기해 버리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가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적응한 세대와
적응하지 못한 세대의 디지털 격차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차이와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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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에 대한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에 대한 주요한 설명으로 김정언 외(2007)는 컴퓨터와 인터넷 채
택과 이용 같은 정보재화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정적(+)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와 생애 잔존수명이 감소하면서 정보재화 수요가 감소하는 부적(-)
연령효과(age effect)의 상대적 크기로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의 세대 간 정보격
차 해소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고령화사회로의 사회구조와 스마트정보사회로 미
디어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편재성과 일상화로 새로운 정보격
차까지 발생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가 더욱 증폭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정보격차는 디지털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경험과 능숙함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세대 간 소통방식의 차이를 낳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가치관, 문화향유 방식,
라이프 스타일의 이질성이 커지며 일상에서 소통의 단절도 커질 수 있다.
세대 간 정보격차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특성에 대한 정의의 관점에서도 논
의될 수 있는데,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으로 N세대(Net
generation) 혹은 정보화 세대로 불린다. 이들은 IT 기술의 인터넷 확산과 휴대폰 보급과
함께 성장하며 디지털 수혜를 받은 세대로 IT 기술 사용능력, 사용방식, 사용평가의 기술
적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가치관, 스타일에서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
인 중･장년층과 디지털 지체자인 고령층과 큰 차이를 보여 세대 간 정보격차로 인한 세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Tapscott, 2009; 김용석, 2006).
이러한 세대특성은 디지털 미디어와의 관여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도 있
다. 캐나다의 디지털 리터러시 보고서(Media Awareness Network, 2010)에 따르면 디지
털 미디어와의 관여도에 따라 참여자(engaged), 우유부단자(hesitant), 저항자(resistor)
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Ⅲ-6] 참조).

[그림 Ⅲ-6]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태도의 전형 (archetypes)
출처 : Media Awareness Network(2010).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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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10대 청소년들로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하고 자신의 일상에 맞춰 이용
할 줄 아는 심층이용자(heavy users)이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 툴, 상호작용에 익숙하
기 때문에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며, 디지털 미디어로 경제적 가치를 더하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게 되면 경제적으로 성공이 가능
한 집단이다. 이 이용자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기본적인 이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
나 인생 경험과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적 위험과 프라이버시 문
제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리터러시 향상과 위험에 대한 자각, 생산 능력이 가장 중요
하다(Media Awareness Network, 2010).
우유부단자들은 그 중 53%가 35~64세 사이의 참여자와 저항자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
는 집단이다. 이들 대다수는 디지털 미디어와 거리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잠정
적 이득을 고려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업무상 필요시 이메일을 이
용하지만 필요 이상의 복잡하고 특수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려고 시도
하는 데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디지털 툴의 사용에 관한 자신감 결여
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이점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 집단에서 중요
하게 고려할 대상은 주로 35~45세의 부모세대로 이들의 자녀들은 부모세대보다 인터넷
이용에 앞서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에게 효율적 인터넷 이용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
는 사람들로 추정된다(Media Awareness Network, 2010).
저항자들은 주로 65세 이상의 사람들로 디지털 미디어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일상생
활로 받아들일 가치를 느끼지 않는 집단이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이점보다는 위험
요인, 비용, 동기부재 등의 이유로 채택과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비
용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기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자원의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
문에 이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다른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Media Awareness Network, 2010).

5)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세대갈등의 특성화
세대 구분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여도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대가 처하게 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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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에서의 경험의 차이로 형성되는 가치관과 문화향유 방식 및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에서 오는 세대별 특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잉글하트는 세대 간 가치변화이론(Theory
of intergenerational value change)에 기반한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구분한다
(박재흥 외, 2012). 물질주의 가치관은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로 경제적 안
정과 질서의 확립을 중시하며 전후 세대에게 나타나는 세대 특성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으로 경제적 풍요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삶
의 질,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 같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바라보는 시각이다(박재흥
외, 2012). ‘개인주의적(generation me) 가설’과 ‘공동체적(generation we) 가설’(Twenge,
Campbell, & Freeman, 2012) 또한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가
설은 젊은 세대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몇몇 연구결과는 이 두 가설 중 어느
하나로 치우치기 보다는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하고 있다(김기환 외,
2009; 민영 외, 2013; 이호영 외, 2012). 트윈지 외의 연구에서 개인주의적 가설은 밀레
니엄 세대(Y세대, 미국의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가 타자에 대한 관심보다
는 개인의 경제적 효용성을 중시하여 돈, 이미지, 명성 등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에 공동체적 가설은 밀레니엄 세대가 이전에 출생한 세대보다 공동체
지향적이고, 시민 참여적이고 정치관여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Twenge, Campbell, & Freeman, 2012; 민영 외, 2013).
세대 간 가치관 논의에 따라 인터넷 등장 전후 세대를 비교한 몇몇 연구의 결과는 인터
넷의 등장 이후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에 세대특성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김기환 외, 2009; 민영 외, 2013; 이호영 외, 2012). 디지
털 세대는 직업관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선
호하고, 평생직장보다 벤처정신을 갖고 새로운 직업분야에 대한 진출의도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관은 글로벌 마인드나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비
자관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슈머로서의 자세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권리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반면 사회문제, 정치적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김기환 외, 2009).
이호영 외(2012)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소비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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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최신 유행에 민감하며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지향을 나타냈다. 이 세대는
돈, 권력, 학력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고용 문제에는 민감하나
거시적 경제 이슈에는 둔감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빈곤의 원인을 사
회적 구조나 정책적 결함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희생하는 데에는 반대하며,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인 진보성향을 갖고 있지만 투표행위에
소극적이고 온라인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웃이나 동향친지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낮은 신뢰감을 보인다(이호영 외, 2012). 민영 외(2013)의 디지털 세대와 386세
대의 비교 연구는 두 세대 모두가 물질적 가치보다는 탈물질적 가치를 선호하고, 정치참
여와 시민참여 의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 추구와 의견표현
및 오락과 여가활용에서 디지털 세대의 이용이 보다 활발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요약하면, 디지털 세대는 완전하게 개인주의적이지도 공동체 지향적이지도 않은 이중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분명하게 다른 가치관, 직
업관, 기업관, 소비관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인 입장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며 개
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며, 공
동체적 성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제도적인 정치활동 보다는 비제도적인 정치활동에 적극
적인 참여를 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성향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6) 시민성 태도와 참여방식의 차이에 따른 세대갈등 심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시민성 태도와 참여방식의 세대특성 차이와 연계성을 갖는다.
베넷(Bennett, 2008)의 문제의식은 젊은 층의 사회적 시민참여와 선거참여의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인터넷과 함께 성장하고 뉴미디어 이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시민적, 정치적 참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기성세대와 다를 것인가에 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한다. 베넷(2008)은 이를 ‘의무적인 시민성(dutiful citizenship)’과 ‘자기실
현적인 시민성(self-actualizing citizenship)’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전자는 정치
참여가 정부 중심적인 활동과 정당 활동이나 투표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정부 정책이나 이슈에 정통하며 시민단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의무적
인 시민 모델이다. 후자는 투표 등의 전통적인 정치참여 방식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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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어들고 개인적 목적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지역 자원봉사, 인권, 환경 등의 초국가적
활동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인과 부정적인 보도를 행하는 미디어의 불신이 커지면서 상호
작용적인 정보 테크놀로지의 약한 유대를 강화해가는 자기실현적인 시민 모델이다.
베넷(2008)은 디지털 미디어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민활동을 행하는 디지털 세대에
주목하여 현 시점을 아날로그 세대의 의무적인 시민성을 강조하는 전자에서 디지털 세대
의 참여적인 시민성을 강조하는 후자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로 진단하고 있다. 달튼
(Dalton, 2008) 역시 정치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규범의 변화에 주목하여 전자를 ‘의무 중
심적(duty-based) 시민성’, 후자를 ‘참여적인(engaged) 시민성’으로 명명하며 세대에 따
른 참여방식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는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성 의식과 실행에서도 다른 방식을 취하며, 디지털 사
회에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거나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나 지체를 겪게 되는지 여부가 세대
간 소통방식의 차이를 낳게 됨으로써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세대통합의 이슈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정보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갈등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가장 중요하
게 대두되는 세대 간 갈등의 이슈는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로 장･노년층이 디지털 기기의
접근과 이용능력 및 다양한 활용능력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디지털 격차는 세대
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와 가치관과 시민태도에서 차이를 야기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생활 속에서 의존하는 미디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세대는 스마트 미디어를 일
상의 필수품으로 사용하며 온･오프라인 경계없이 필요한 뉴스와 정보, 금융, 쇼핑까지 생
활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날로그 세대는 전통 미디어에 의존하여 뉴스를 보고 정보를
구하며 금융이나 쇼핑도 오프라인 활동 위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미디어 소비
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는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만들고 있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없
을수록 가치관과 시민성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는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정책적･교육적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개개인이 스마트 라이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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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적이며, 세대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
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의 교수자가 되
어 장･노년층의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장･노년층이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젊은
층과 공유함으로써 쌍방의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다. 정보분야 세대통합 국제동향 분석
해외 주요 선진국이 실행하고 있는 디지털 통합 정책은 고도화된 ICT가 산업을 넘어 일
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보화 기술이 야기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한 부문
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디지털 통합 정책은 전체 시민에 대한
포괄적 적용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에서 디지털 시민 양성으로정책 방향성을 상향 조정하
였다. 이는 전체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민주적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생산적인 활동을 북돋아 고용기회를 확장,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 수용능력이 낮은 고령인구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접근 제한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접근과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디
지털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찾기나 건강체크 같은 생활 속의 기회를 확장
하여 디지털 배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지향하
고 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세대통합을 위한 국제동향은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서
디지털 통합 정책 하에 노년층의 정보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사회참여
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혜택을 가져올 다
양한 기회가 커질 수 있는 정보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생
활형 기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디지털 참여 능
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장으로 소셜리터러시가 새로운 정책적 방향으로 고려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SNS 이용이 대중화되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도
다차원적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으로 확장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생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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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시민교육으로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미래사회와 새로운 미디어에 올바르
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접근과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테크놀로지 변화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창의적 표현능력과 소통능력이 강조되고 있다(홍유진 외, 2013). 이 장
에서는 선진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세대통합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의 디
지털 세대통합 동향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세대통합 미래전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EU는 사회통합 기반 마련의 한 부분으로 디지털 통합을 도모하여 2005년 6월 EU 집행
위원회(EC)는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2020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EU 집
행위원회의 본격적인 디지털 통합 정책은 앞서 2008년 9월 25일 발표한 ‘보편적 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과 함께 시작됐다. EU가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는 유
럽 시민이면 누구나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
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이라면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전자 커뮤니케이션(e-communication)을 위한 서비스를 합리적 비용과 고품질로 제공 받
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의 정책은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정보역량을 제고하며 정보사회 참여 및 질적 활용을 목표로(이윤희, 2009) 다음과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가) EU 활기찬 노년과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European Year 2012, 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EU 집행위원회가 2011년 발간한 ‘제 3차 인구통계 보고서(The 3rd Demography
Report)’에 따르면 2060년 EU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했으
며 이중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에 EU는 2012년을 ‘활기찬 노년과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이하 EY 2012)’로 지정, 유럽
권내 고령화 현상과 해결 방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노년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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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노동
시장에서 노인들의 활발한 활동 유도, 둘째,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셋째, 노인들의 독립
적인 생활 유지, 넷째, 세대 간 결속력 강화의 영역이다. EY 2012에서 말하는 세대 간 결
속력이란 ‘나이 구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
고 세대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EU는 EY 2012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노인
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킨 사례로 고-마이라이프(Go-myLife : Going online my social
life)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요구에 맞는 소셜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나 동료들 간에 교류 확대를 권장했다. 또 지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야외활동에 대
한 접근성을 높였다. 자주적인 노년 생활을 위해 노인들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건강을 위한 ICT(ICT for Health)’를 소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을 위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스
마트 기기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나) 평생학습 프로그램(The Lifelong Learning Programme : LLP)과 그룬트비히 프로그램
(The Grundtvig sub-programme)
EU의 LLP는 2006년 11월 EU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중등
교육부터 고등, 성인, 직업교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교육 체계로 마련됐다. EU는 LLP를
통해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경제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성인세대의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의 조성을 주된 목적
으로 했다. 또한 LLP는 사회통합 및 적극적 시민참여 의식 고양, 장애인 및 모든 세대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율 촉진, 혁신적인 ICT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 교수기법의 개발 지원
등의 목표를 세워 유럽 지역의 평생교육 실천을 구체화 했다.
이를 위해 LLP는 목표와 대상, 실행 전략 등을 차별화하여 코메니우스, 에라스무스, 레
오나르도 다빈치, 그룬트비히 등 4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코메니우스는 유럽 지
역의 학교를, 에라스무스는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대학 조직 등의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
으로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업과 고용 활동에 필요한 기술훈련 교육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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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피훈련자와 노동자 등을 지원한다. 이 중 성인 교육기관과 학교강사 및 성
인 학습자 등을 위한 그룬트비히 프로그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룬트비히 프로그램은
유럽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성인들의 지식과 역량 향상을 목
적으로 한다. 그룬트비히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 중에는 노인 등의 소외계층이나 기초교육
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교육으로써 성인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이 포함
된다. 이 프로그램은 만 25세 이상으로 현재 학교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지 않은 성
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재 27개 EU 회원 국가와 터키, 아일랜드, 리히텐스타인공
국,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그룬트비히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은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데, 5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3주~8주), 성인교육 교
직원 훈련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다) 생활여건 지원(Ambient Assisted Living : AAL) 프로그램 및 독립적 생활 서비스(
Independent Living Services : ILS) 프로그램
AAL은 고령자에게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IT 의료 모니터링, 안전과 보안, 스마트한
응급시스템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ILS는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격센서, 웨어러블 기기, 로
봇, 무선이동통신망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엠비언트 인텔리전트(Ambient
Intelligent)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이희상 외, 2013). 스마트 정보사회
의 미래는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는 이동형 스마트 기기가 생활 전반에서 인간에게 삶
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스마트 미디어 정보환경에서 엠
비언트 인텔리전트는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건강 및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인 역할을 할 것이다.

2) 영국
가) 노미넷 트러스트(Nominet trust)
노미넷 트러스트는 영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인 노미넷(Nominet)에 의해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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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립됐다. 이들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프로
그램 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한다. 2008년 9월 노미넷에서 기부한 500만 파운드를 초기
자금으로 삼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700만 파운드 가량을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에 투자
했다. 이들이 자원을 지원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그램 중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으로는 이퀄 아이즈(Equal Eyes)와 젠투젠(Gen2Gen)의 사례가 있다.
이퀄 아이즈는 노미넷 트러스트의 자금을 지원받아 노년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퀄 아이즈는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
발하는 회사로 이미 맹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영국의 노
인들 역시 다른 세대보다 오프라인 접근에 익숙하다. 이는 노년층이 상품구입 정보나 교육,
오락, 사회적 참여와 접촉 등에 있어서 정보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른 세대보다 덜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년층은 지난 십년간 모
바일 장치를 사용해 왔으나 여전히 시장에는 복잡한 스마트폰이나 이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난해한 스마트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퀄 아이즈는 노년층이 접근하
기 쉬운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미넷 트러스트는 이퀄 아이즈가 노인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이에 적합하게 수정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실험적으로 확인
해봄으로써 노인 사용자가 명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자 했다. 예컨
대 작은 아이콘과 버튼을 교체하여 상호작용을 개선했고, 기존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도 이를 적용, 개발된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테스트를 반복하여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퀄 아이즈의 프로그램 목적이 노년층의 ICT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었다면 젠투
젠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기술을 노인들의 실제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젊은 사람들과 노년층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UK 유스(UK Youth)를 포함하여 국가 청소
년 자선단체, 애비필드 소사이어티(Abbeyfield Society)가 참여했다. 주로 젊은 봉사자들
이 노인들의 ICT 멘토가 되어 컴퓨터 지식이나 인터넷 이용법 등을 가르쳐 준다. 개별적
으로 맞춘 12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노인 60%가 인터넷 이용방법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0%도 부분적으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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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확대는 70%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답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교육의 효과는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사
회 접촉을 증가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80%의 응답자가 소외감이나 격리된 느낌이 줄
어들었고 사회적 접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10%의 응답자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젠투젠 프로그램이 노인 참여자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했고, 인터넷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제공했다. 젠투젠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멘토링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노년층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
졌다고 답했다.

나) 연령행동동맹(Age Action Alliance)
에이지 UK(Age UK)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령행동동맹은 2011년 9월 30일 노인의 날
(Older People’s Day celebrations)에 맞추어 설립되었다. 이 단체에는 민간과 공공부문
수십 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대사회 속에서 노년의 삶을 축복하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 이 단체는 노인으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세대 차에
서 오는 도전이나 박탈 등을 해소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곳으로의 사
회변화를 목표로 한다. 인터넷을 통해 노인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고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의 기반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과 웰빙
에 관련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단체의 디지털 통합 그룹(Digital inclusion group : DIG)은 실무위원회로써 노년층
과 디지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30개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들은 디지털 통합이 단순히 노년층을 넘어 정부,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논의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의 자
원들을 결합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
년에 DIG는 에이지 UK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챔피언(The Digital champions)을 다각도
에서 평가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속시키기 위해 특정 상
황과 개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자 맞춤형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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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겟 디지털(Get Digital)
이는 노인보호시설 노인들의 온라인 접속을 가능하게 하여 고령층의 정보격차를 해소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영국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90만 파운드(약 5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95개 노인보호시설에서 ‘겟 디
지털’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역 공동체와 노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보다 쉽
게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 IT 이용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81개 농어촌 지역
시설의 8천여 명과 300개 노인보호시설의 2만 여명의 고령자에게 인터넷 접속이 확대됐
다. 디지털 기술 접근을 넘어 사회적 활용을 위해 컴퓨터 리터러시 전문 강사, 무료 교육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나아가 노인보호시설과 지역학교 간 ‘겟 디지털 파트너십(Get
Digital Partnership)’을 맺어 청년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와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3) 독일
2009년부터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주도 아래 ‘독일 연방정부 ICT 전략 : 디지털 독일
(Digital Germany) 2015 전략’을 발표, 추진하여 디지털 통합을 통해 디지털 및 모바일
격차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시민 디지털 능력 신장,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기술 이용 및 장애인과 소수 계층 대상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
션, 디지털 TV, 디지털 헬스 케어 시스템, 주거 환경 등 ICT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자유
로운 이용능력 강화를 디지털 통합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는 ‘인터넷 경험하기 기구’를 신설하기
도 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독일연방시니어협회, 컨피턴스 센
터, 디지털 기회 재단 등 세 기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경험 확대 및
이용능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벌였다. 1,300만 명의 장년층이 가입돼 있는 독일연방시니
어협회는 50세 이상 연령자 중 인터넷 이용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
터넷 및 모바일 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주로 노년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강이나 스포
츠, 여행 등의 주제를 적용하여 인터넷 이용 동기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컨피턴
스 센터는 여성, 노인, 장애인,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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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 결성됐다. 이 센터에서는 인터넷 대
부/대모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1대 1로 매칭 시켜 맞춤형 교육을
진행토록 했다. 피교육자의 수준과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가능하며 서로 간 형성된 관
계로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회 재
단은 연방 정부를 포함하여 IT 기업,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이를 활용토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교육
요원 트레이닝’은 기존의 사회복지 및 교육 종사자들의 교육과정에 인터넷 이용법을 포함
시켜 관련한 기초 지식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12년부터
는 각 기구가 ‘인터넷 경험하기 기구’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디지털 통합 사업을 수행 중
이다.

4) 미국
가)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 AARP)
미국은퇴자협회는 미국 전체유권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3,800만 명의 회원을 둔 로
비스트 단체로 지난 55여 년 동안 조직 규모나 로비 자금 면에서 미국 정치에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 미국은퇴자협회는 비록 ‘은퇴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포함한 만 50세 이상의 고령인구 전체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노
년층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퇴자협회는 새로운 ICT 채택과 사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소셜미
디어를 고령인구의 이익 확충을 위한 로비 활동과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 Ⅲ-7], [그림 Ⅲ-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퇴자협회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
뉴 바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연동시켜 이를 통
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노년층들이 손쉽게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여 미국은퇴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각종 혜택, 영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홈
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배우고, 소셜미디
어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소셜미디어 이용 가능성이 노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노인

11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의 온라인 사이트도 이 같은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Ⅲ-7] AARP 홈페이지
출처 : AARP 웹사이트 (http://www.aarp.org/). 2014.8.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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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이미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그림 Ⅲ-8] AARP 소셜미디어 계정
출처 : 유튜브 웹사이트 (http://www.youtube.com/user/aarp). 2014.8.23. 검색, 트위터 웹사이트 (https://twitter.com/AARP).
2014.8.24. 검색, 페이스북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AARP). 2014.8.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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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보건복지부의 노인정보(Eldercare Locator) 서비스
미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노인국
(Administration on Aging : AOA)은 고령인구 스스로가 자립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노인정보 서비스
를 시작했다. 1991년 전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젯 기
술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그림 Ⅲ-9] 참조). 노인들은 점차 발전하고
있는 ICT와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해 스스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찾
을 수 있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고령인구에게 필수적인 식사와 살
림,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 등도 포함되는데 서비스를
통해 검색되는 내용이 정부가 검증한 믿을만한 정보 및 서비스라는 점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노인정보 서비스는 ICT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플랫폼을 시험적으로 적용
하여 서비스 제공 단체와 실수요자인 노인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구심적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예컨대 노인정보 서비스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이외에도 위젯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접속과 활용을 돕고 있
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서비스가 비영리 단체 형태로 이루어질 경
우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료로 제공되는 노인정보 서비스를 통해 각 지역 단위기관들이 서비스 내에서 손쉽
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크고 다양한 서비스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은 노년층의 ICT 활용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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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노인정보 서비스(Eldercare Locator) 메인 홈페이지
출처 : 노인정보 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eldercare.gov/Eldercare.NET/Public/Index.aspx). 2014.8.30 검색

5) 시사점
해외의 세대관련 디지털 정책은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한 디지털 통합으로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격차 해소에 주력하며 의료･교육･복지에서 공정한 기회창출, ICT 발전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기술 리터러시 교육프로그
램을 현재 실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유럽의 국
가들은 디지털 통합을 국가적 주요 아젠다로 설정,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
하고 지역의 공공기관과 젊은 층의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강사가 결합하여 민･관 협력 구
조의 건강한 고령세대 정보화를 위한 인터넷/모바일 리터러시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
는 디지털 격차 문제 중 향후 노동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경제인구 감소와 정부의 비용지
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인구의 고용을 위한 디지털 스킬과 역량 강화를 한 축으로 하
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후와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활
용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정책 개발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기술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인터넷 자기 효능감 또는 이용 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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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의 유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거나 포기한 노인들의 대
부분이 인터넷의 필요성이나 편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힘들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에도 불만을 표하며, 강
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들은 일대일 훈련 방식을 선호했고, 교육자로는 자신의 동년배,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에 따른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
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인터넷 활용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자에게는 이 같은 경제적 요건 보다 ‘사용이 손쉬운 단말기 개발’을
포함한 리터러시 측면의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 기술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 습득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보다는 이용동
기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시간
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접촉하는 방법, 오락이나 사
회활동에 관한 정보 접근, 공공 서비스를 좀 더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디지털 미디
어와 인터넷 이용을 고취시키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이윤희, 2009). 이러한 교육내용은
시니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들 간에 그리고 청년-장년-노년층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간
의 인적 교류와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참여문화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에의 참여와 공유가 중요해지면서 소셜리
터러시 추진 방향이 미디어 이해능력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능력을 점점 더 중시하는 방
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젠킨스 외(Jenkins et al., 2006)는 소셜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컨
버전스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놀이(play), 수행(performance), 시뮬레이션
(simulation), 전유(appropriation),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인지의 확장(distributed
cognition),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판단(judgments), 트랜스미디어 네비게
이션(transmedia navigation), 네트워킹(networking), 다문화 수용성(negotiation)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별해서 디지털 스킬을 논하고 있다. 향후 소셜미디어의 디지털 컨버
전스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각 개념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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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 놀이 : 문제 해결의 한 형태로써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실험하는 능력
- 수행 : 즉흥적인 발견을 목적으로 대체 자아를 채택하는 능력
- 시뮬레이션 : 실세계의 역동적 모델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능력
- 전유 : 미디어 콘텐츠를 의미있게 샘플링하고 리믹스할 수 있는 능력
- 멀티태스킹 : 자신의 환경을 살피고 가장 중요한 세부항목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능력
- 인지의 확장 : 정신적 능력을 확장하는 툴과 의미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 집단지성 : 공동의 목표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능력
- 판단 : 상이한 정보 소스의 신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트랜스미디어 네비게이션 : 멀티 모드 스토리와 정보 플로우를 따라 갈 수 있는 능력
- 네트워킹 : 정보를 찾고, 종합하고, 확산하는 능력
- 다문화 수용성 : 다양한 관점을 식별하고 존중하며, 대안의 규범을 이해하고 따르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

젠킨스 외(2006)는, 접근성 위주의 1차적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능력 및 사회적 스킬을
갖는 2차적 격차로 이동하면서 참여기회의 문제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참여문
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참여문화는 ‘예술적 표현과 시민참여에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고,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지원시스템이 강고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신참자들
에게 전수하는 비공식적인 멘토링이 가능한 문화로써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통한
기여가 중요하다고 믿으며, 타인과 상호 간에 서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문화’로 정의될 수 있다(Jenkins et al., 2006). 이러한 참여문화의 확산은 생애주기를 대
상으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증진시키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조차 디지털 세대격차가 소외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격차의 해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은 디지털 격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과
고령자를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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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과정은 먼저 1차 년도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외 유관
사회조사 분석 자료, 언론 등 대중매체 보도자료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대통합성 진단검
사의 개념모형을 구성하였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념모형에는 세대통합성의 개념과
세대통합성을 이루는 구성요소,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의 측정모형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정의 4개 영역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구
성요소와 영역을 토대로 문항 개발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 틀에 기초하여 영역별 쟁점을
예비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세대통합성의 개념, 영역, 구성요소, 영역별 쟁점, 예비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회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여러 개념과 영역별 쟁점들은
측정모형에 근거한 문항 개발과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쳐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검토･분석하고 진단검사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는 3차 년도에 실시될 본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 세대통합 관련 국내외 사회조사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가.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1) 국내 사회조사 분석
가) 한국종합사회조사10)
10)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웹사이트 (https://kgss.skku.edu/index_ssl.htm). 2014.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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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
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로,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세계의 주
요 국가들과 비교･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종합
사회조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국가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
NORC)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 GSS)를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었는데,
미국 종합사회조사에 있어서 반복핵심 설문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특수한
사안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설문은 미국 종합사회
조사의 반복핵심 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주제모듈,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s : EASS)의 주제모
듈, 특별연구를 위한 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s)의 설문 등을 매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다.
첫째, 반복핵심 설문은 학술적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주요 사회적 사안들을 매년 반복적･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회변화의 흐름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내용은 미국 종
합사회조사를 위시해서 유럽의 20여 개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 ESS), 일본종합사회조사(Japanese GSS), 중국종합사회조사(Chinese
GSS), 대만사회변동조사(Taiwan Social Change Survey)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세계적
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단위 전국표본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문항들
에 한국의 사회문화적･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예 : 민족통일, 정치이념, 경제･
노동 문제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매년 조사되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반복핵
심 설문들을 주요 항목별로 제시하면 <표 Ⅳ-1>과 같다.

12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표 Ⅳ-1> KGSS 반복핵심 조사항목
조사내용

질문내용

정치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선호정당, 정당 평가, 국정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민족 통일 문제 등

경제

경제만족도, 경제전망, 자본주의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평가, 대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 노
동조합에 대한 평가 등

사회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신문구
독 및 TV시청, 인터넷･이메일･휴대전화의 사용행태 등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과 가족형태,
배경변수 가족원수, 동거･비동거 가족 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 수, 가족원 중 취업자 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출처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08). 5쪽.

둘째, ISSP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사회조
사를 산출하기 위하여 1984년 창설된 국제사회조사 기구로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세계의 48개 국가들이 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성균
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국가 대표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
동년부터 ISSP 주제모듈 조사를 시작하였다.
셋째, 동아시아사회조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하는 4개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기관들 사이에 국제지역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신설된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사회조사 연대기구이다. 이 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GSS 형태의 사회조사들(한국의 KGSS, 일본의 JGSS, 중국의 CGSS, 대만의 TSCS)이 공
동연구를 위해 격년 주기로 주제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사하는데, 세계적 규모의
ISSP(1984년 창설) 및 유럽의 ESS(2002년 창설)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하여 세
계 세 번째로 창설된 사회조사 협력기구이다. 4개 회원국은 EASS 모듈조사의 원년을
2006년으로 결정하였으며, 첫 번째 모듈의 주제를 ｢동아시아의 가족(Families in East
Asia I)｣으로 확정하여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가족 현상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시
도하였다. 2008년 두 번째 모듈의 주제는｢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Culture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I)｣, 2010년 세 번째 모듈의 주제는｢동아시아의 건강(Health
in East Asia I)｣이었다.
넷째, 특별주제모듈 조사는 연구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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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 조사이다. 이 모듈 조사는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EASS 주제모듈 조사
등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특유의 주제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적극 부합하기 위한 것
으로 조사 당해 년도의 ISSP와 EASS 주제모듈 조사와 유기적으로 잘 통합될 수 있는 주
제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표 Ⅳ-2> 참조).

<표 Ⅳ-2> KGSS 연도별 주제모듈
연도

ISSP 주제모듈

EASS 주제모듈

특별주제모듈

2003

국가 정체성

-

노동지향, 사회 불평등,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2004

시민권

-

사회관계와 지원체계

2005

노동지향

-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2006

정부의 역할

동아시아의 가족

-

2007

레저와 스포츠

-

문화산업과 소비

2008

종교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동아시아 문화

-

2009

사회 불평등

-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2010

환경

건강

근골격계 질환, 국내 이주민

출처 : 김상욱 외(2007); 심수진 외(2013). 256쪽에서 재인용

KGSS 조사는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고,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면대면
심층면접조사이다. 모집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목표 표본은 2,500명이다.
표본은 다단계 지역집락 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으로 추출
한다.
반복핵심 조사 항목을 제외하면, KGSS 2011에는 ‘건강’, ‘인권’, ‘개인의 권리 및 기부
행위’, ‘노인 및 노화’와 같은 주제가 포함되었고, KGSS 2012에는 ‘가족과 성역할의 변
화’, ‘네트워크･사회적 자본’, ‘인터넷･SNS 사용 및 중독’, ‘정신건강’에 관한 주제가 포함
되었다(<표 Ⅳ-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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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KGSS 2011-2012 주요 조사 내용
년도

분류

주요 내용

사회

∙ 가깝게 느끼는 나라, 남북통일 필요성
∙ 현 정권의 국정운영 평가
∙ 지지하는 정당
∙ 한국 경제변화 예상

건강

∙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의향
∙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

∙ 소득 차에 대한 정부책임
개인의 권리 ∙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및 기부 행위 ∙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vs.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
∙ 각 세대는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011

∙ 노인의 나이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즐긴 적이 있다
∙ 인생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노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 나이 든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를 꺼려한 적이 있다
∙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노인 및 노화 ∙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노인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 고령자와 교류하거나 접할 기회
∙ 고령을 이유로 한 고용, 임금, 승진 등의 불이익 심각성
∙ 노인의 사회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 부족 심각성
∙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미비 심각성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2012

∙ 결혼에 대한 평가
∙ 자녀 양육의 책임
∙ 노인 부양의 책임
∙ 배우자와 가사 분담 방식

∙ 자주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 수
네트워크･사
∙ 사람들에 대한 신뢰
회적 자본
∙ 주식 보유 여부
∙ SNS 사용 여부
인터넷/SNS ∙ SNS 하루 평균 사용시간
사용 및 중독 ∙ SNS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뢰하는지
∙ SNS 때문에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출처 : 한국사회과학자료원(2013); 한국사회과학자료원(2014). code book 참조

KGSS 설문 내용 중, KGSS 2011의 ‘노인 및 노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 연구의 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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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이다(<표 Ⅳ-3> 참조). 설문에는 몇 세부터 노인
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생각, 노인과의 대화, 고령자와 교류하거나 접
할 기회, 한국사회의 노인차별･편견 정도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노인 혹은 노화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알아보고 우리사회의 세대갈등 정도를 가늠
할 수 있으며, 현재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설문 내용 중‘인생 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노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9%,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로 나타나 세대
간의 통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KGSS 2012의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역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볼 수 있는 주제이다.
어머니가 전일제로 취업하면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남녀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 역시 66%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사회가 아직 여성의 지위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비록 KGSS가 세대 간 차이를 조사하는 문항은
아니지만, 가족 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응답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만하다.

‘네트워크･사회적 자본’에 관한 질문은 정치모임, 시민단체, 종교집단, 여가 모임, 노동
조합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조직 혹은 모임 여부, 자주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 수, 사람에
대한 신뢰 등을 묻고 있다.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인터넷･SNS 사용 및 중독’에 관한 질문은 인
터넷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이 생긴 적이 있는지, 인터넷에 대한 평가, 하루 평균 인터넷
/SNS 이용시간 등을 묻고 있다. 인터넷과 SNS는 청년층과 중･장･노년층간의 소통을 단
절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로 인한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인터넷･SNS에 대한 세대 간의 활용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추진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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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
는 방법으로 핵심역량을 측정하였다. 김기헌(2010)은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
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교
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Ⅳ-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의 영역체계는 기본적으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영역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은 지
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세 가지 역량 영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사고력을 추가하였다(김기헌 외, 2010).

[그림 Ⅳ-1] 우리나라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체계
출처 : 김기헌 외(2010). 26쪽.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각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은 비례층화추출법으로 추출하였으며, <표 Ⅳ-4>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내용은 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사고력
영역에 따라 11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김태준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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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네 가지 하위영역별 요소
영역(4개)

하위요소(11개)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적 도구 활용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관계지향성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협동)
갈등관리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자율적 행동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사고력

비판적 사고기술
비판적 사고성향

출처 : 김기헌 외(2010). 28쪽.

역량은 지식, 태도,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방식은 지식을 묻는 정오답형과 태도
를 묻는 리커르트(Likert) 형식 문항,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이나 생각을 묻는 문항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측정문항은 청소년기 핵심역량 수준이 국가 간, 개인의 연구학적 특성,
학교 특성, 가정환경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진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때에도 제한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김기헌 외, 2010).
김기헌(2010)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핵심역량 지수를 PISA, ALL, ICCS 2009 등 국제
비교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지적 도구 활용 역량지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자율적 행동역량은 중간
정도였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지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CS 2009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성 수준은 조사 대상 국가 중 3위
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태도나 행동영역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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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주요 조사 내용
영역

문항

배경 항목

∙ 부모님 학력
∙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지난 1년간 그룹 활동 참여 경험
- 스포츠/문화/교육/취미단체, 봉사활동, 지역공동체 모임,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
∙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 경험
- 기금모음, 무보수 봉사, 가르치기, 상담하기, 음식제공, 구호 물품 수집 등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 상대방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함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사회적 상호작용 ∙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정도
∙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음
∙ 친척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빈도
∙ 친구의 노부모님의 위법행위적발 비인간적 vs. 인간적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
지적 도구 활용 ∙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
∙ 컴퓨터와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줌
∙ 컴퓨터나 인터넷은 학습이나 재능개발에 도움이 됨
∙ 컴퓨터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

자율적 행동

∙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음
∙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
∙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 예상
∙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
∙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함
∙ 만족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 의견을 들음

출처 : 김기헌(2009). 부록 참조

<표 Ⅳ-5>에 제시된 2009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중･고생 설문 기준) 내용 중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을 꼽아 보았다. 먼저 나의 고민, 학교생활, 책, TV, 영
화, 사회･정치적 주제, 여가 활동, 저녁식사 등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이다. 부모님과 자신의 고민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이 50%, 일주일에 1~2회 한다고 답한 비율이 32.8%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
세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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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모두 과반수를 넘겨,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
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친척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이하라고 답한 비율도 67% 이상에 달했다.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는 청소년이 학교 밖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지난 1년간 그룹 및 단체참여
여부를 물은 결과, 1년간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화･취미･게임동호회 활동(27.2%)이었다. 이어서 종교단체(26.7%), 스포츠 동호회
(22.3%), 봉사 동아리(1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치단체 참여(1.2%)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참여율은 3.8%로 가장 낮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수준이 매
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 국제연합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정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9%로 가장 낮았다. 국제연합을 신뢰한다는 응
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찰(30.8%), 사법기관(25.5%) 순으로 나타났다(김
기헌, 2009).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문항은 자신과 다른 세대에 대한 수용성과 연관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질문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와 이야
기를 나눌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가능한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 등을 묻는다. 김기헌(2010)의 국제지표 비교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한다. 앞서 나타난 부모 세대
와의 교류 부족과 저조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
량 비교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다)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09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는 사회･정치의식
과 참여의 측면에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과 성인세대, 청소년층 내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계획되었다. 또한, 더 나아가 설문조사 결
과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세대 간 통합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정치참여 증진

132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이종원, 2009).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 면접조사로, 조사표는 대상 집단의 특성과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중･고교생과 대학생, 성인 대상의 3종을 개발･사용하였다. 표집방
식은 중학생 3,360명, 고교생 3,120명, 대학생 1,376명, 성인 1,216명을 목표표본으로 층
화다단계 집락표집(중･고교생), 층화다단계 집락할당표집(대학생), 층화 집락할당표집(일
반성인)의 방식으로 추출하였는데 조사 대상자별 모집단 규정은 아래와 같다(이종원 외,
2009).

1. 중･고교생 : 조사시점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대학생 : 조사시점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세
미만의 학생
3. 일반 성인 : 조사시점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30세 이상의 성인

조사의 영역은 크게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국가･사회 현실 인
식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표 Ⅳ-6> 참조).
<표 Ⅳ-6> 사회의식 비교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심도
∙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빈도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를 접하는 경로
∙ 매체별 사회･정치문제 보도내용의 신뢰도
∙ 사회･정치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자존감과 권위주의적 성격)
∙ 민주주의적 태도(신뢰성, 타협의 정신과 관용의 태도, 비판적 태도)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 정치의식(집단주의 가치, 탈물질주의 가치와 평등주의 가치)
∙ 국민의식(국가주의, 국제주의, 애국심)
∙ 정치사회적 통제감(리더십 능력, 정책적 통제감)
국가･사회현실 인식

∙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 현 단계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출처 : 이종원 외(2009).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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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는 질문지를 청소년/대학생/30대 이상 성인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세대 간의 의식 차이를 보다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세대와 기
성세대와의 갈등과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질문지 유형을 청소년･청년용(A)/
중･장년용(M)/노년용(E)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결과,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도는 성인보다는
낮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체 신뢰도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
가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TV의 보도내용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들은 사회적 이슈 보도의 접촉경로로서 성인들보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인
터넷의 정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감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청소년의 사
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수준이며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습득의 원천이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인터넷의 활용에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방향과
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국사회의 발전수준 평가에 있어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발전수
준을 “국가의 경제적 발전수준”, “국민들의 생활수준”,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 “국
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의 네 항목에 걸쳐 평가한 결과,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수준
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원, 2009). 한국사회 발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성인에 비하여 아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체감하지 못했으며, 발전수준도 비교적 낮
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의식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성인세대에 비해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물질주의보
다는 탈물질주의,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상사를 따르는
사람이 좋은 사원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청소년보다 성인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배를 깍듯이 모셔야 한다’는 문항에서도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긍
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처럼 청소년보다 성인에게서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세대 간의 의식 차이 심화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결과를 통해 세대 간의 사회의식이 심한 분야와 그렇
지 않은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문항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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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통합위원회 세대특성 조사연구
사회통합위원회는 우리나라 세대특성과 세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세대통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2010’과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2012’사업을 수행하였다.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2010’은 사회통
합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로, 한국사회의 세대 간 생
활양식 및 가치관의 특성을 진단하고, 세대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되었다. 이후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는 기존의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2010’조사
문항을 참조하여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2012’를 실시하고,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였다.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2010’의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조사 내용은 크게
정치･사회･경제 의식, 세대별 국가정책 관련 의견, 각 세대별 이미지 평가, 생활양식 및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 대인면접이다. 한
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는 2010년 한국사회에서 세대별 생활양식과 가치관 특성 및 세
대갈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세대특성을 파악하고 세대통합 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계획되었다.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2010’의
주요조사 내용을 <표 Ⅳ-7>에 제시하였다.
<표 Ⅳ-7> 한국사회 세대특성 주요 조사 내용
대분류

중분류

정치･사회･경제
의식

통일 및 외교관계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간 중요도
향후 10년간 국익을 위한 협력국

일자리 창출 정책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중 정책 우선순위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정책별 예산 배분 비율

세대별 국가정책
관련 의견

노인 부양 정책 관련

소분류

노인 부양의 책임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정부투자 확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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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감정적 이미지

‘멀다’ vs. ‘가깝다’
‘나쁘다’ vs, ‘좋다’
‘약하다’ vs. ‘강하다’
‘느리다’ vs. ‘빠르다’
‘믿기 어렵다’ vs. ‘믿을 만하다’
‘폐쇄적이다’ vs. ‘개방적이다’

서술적 이미지

물질적 가치를 우선 한다
권위에 복종한다
진보적이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다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애국심이 강하다
보수적이다
합리적이다

각 세대별 이미지
평가

생활양식 및
가치관

소분류

직장 생활

상사와 협업 시 태도
동료와 협업 시 태도
직장 내 회식장소 결정 방법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진로 결정

갈등시 의논 상대
갈등시 의사 결정

연장자 및 윗사람 등의
권위에 대한 태도
정보 취득 매체
소비 행태
가족 관련 의식

노인에 대한 자리양보
윗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지시할 때 행동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효용성 관련 항목별 동의 정도
소비관련 항목별 동의 정도
한 달 평균 핸드폰 요금
가족 의식 관련 항목별 동의 정도
부모세대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

출처 : 사회통합위원회(2010). 2~5쪽 참조.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2012’는 세대갈등의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세대별 의식을 정치, 경제, 문화, 가족 등 다차원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박경숙 외, 2012). 주요 조사 내용은 <표 Ⅳ-8>과 같다. 응
답자 수는 총 1,500명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 60대 이상, 50
대, 20대 순이며, 학력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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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세대갈등 원인 분석의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일반
문항

∙ 성별, 만 나이, 학력수준
∙ 요즈음 생활에 대한 행복 정도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심각성 정도

문화

∙ 직장에서 나이가 젊은 직원을 업무능력에 따라 파격 승진시키는 것에 대한 본인 의견
∙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나이 대)
∙ 본인이 느끼는 세대 간의 느낌
1)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2) 생산적이지 못하다
3)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4)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5) 고집이 세다, 6) 의존적이다,
7) 폐쇄적이다

가족

∙ 성역할, 가부장권, 남아선호 사상, 가족 가치관
1)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2) 가정 내 의사가 서로 갈릴 때 가장(남편,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3) 자녀를 하나만 갖는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
4) 한국의 부모들은 노부모 부양과 자녀부양에 매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5) 부모의 재산은 곧 자녀의 재산이다.
6) 내가 힘들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
∙ 노인부양에 대한 주제별 책임정도

정치

∙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보수적인, 진보적인 세대에 대한 의견
∙ 본인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하루 이용 정도
∙ 본인이 새로운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

경제

∙ 최근의 청년 취업난에 대한 의견
1)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너무 높다.
2) 가능한 일자리에 비해 고학력자가 너무 많다.
3) 기존 노동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청년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4) 일자리 부족은 전반적인 추세이다.
5)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너무 소극적이다.
∙ 기업의 채용에 대한 의견
1) 입사 시 연령제한은 조직체계를 위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2) 보수와 승진은 능력에 따라야하며 근속연한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3)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고용은 불가피하다.
4)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조기퇴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5) 중고령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 복지에 대한 의견
1)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노년층을 위한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2)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집값을 낮추어야 한다.
3)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정부 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4)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5)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지금보다 납입금액을 올려야 한다.
6)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 20대는 취업률이 감소하며, 50대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

출처 : 박경숙 외(2012). 2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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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의 세대특성 조사연구는 세대갈등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대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태도와 가치보다는 감성이나 생활양식에서 차이가 상대적으
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세대차이의 가장 큰 원천으로 인터넷 공간을 뽑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9~2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이며, 30대는 96.6%, 40대는 82.7%,
50대는 57.2%, 60대는 26.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확연하게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젊은 세대만의 고유한 장소가 생기고, 기성세대와의
단절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사회통합위원회, 2010). 이는 본 연구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격차와 관련한 문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세대특성 비교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한미공조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주요 협력국으로 60대 이상의 2/3 정도가 미국을 꼽은 반면,
30~50대에서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고려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결과 일
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정책 중 우선순위를 물어본 결과는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집안에 백수 자녀와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아
버지가 있을 경우, 정부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 모든 세대가 백수 자녀를 꼽아, 정부의 실업정책 중 청년실업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박경숙 외, 2012)
연구진은 경제 영역에 대한 세대갈등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일자리,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적 중요 사안에 대해서
수렴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난, 주택난,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른 세
대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항을 이해/공감/소통/협력의
4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일자리 정책에 관한 세대 간 갈등의 존재 여부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증하였다.
오히려 가족관에서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장의 권위에 대한 인식, 성역할,
남아선호 사상, 결혼에 대한 태도 등에서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젊은 세
대일수록 가부장의식은 약하고, 성역할 분업의식이 약하며 남녀에 대해 동등한 가치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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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었으며, 결혼을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젊은 세대일수록 약해졌다.
소비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별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소비에 보다 적
극적이며, 유행이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래보다 현재를 향
유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며, 명품 소비에도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
수록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삶을 향유하는 데에 보다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경숙 외, 2012).

2) 해외 사회조사 분석
가) 유럽사회조사
많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시작한 유럽사회조사(ESS)는 유럽지역 다양
한 인구집단의 태도, 신념과 행동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조
사로써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 : ESF)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ESS는 유럽 전체적으로 태도와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
계열 조사로써, 반복 조사되는 핵심조사 영역과 매 조사 회기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순환조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ESS의 연간 주제모듈은 아래 <표 Ⅳ-9>와
같다.

<표 Ⅳ-9> ESS 연간 주제모듈
연도

추가 주제

Round 1 (2002년)

시민성(citizenship), 이민(immigration)

Round 2 (2004년)

일, 가족과 웰빙(work, family and wellbeing), 건강과 돌봄(health care seeking),
경제적 도덕성(Economic morality)

Round 3 (2006년)

개인과 사회의 웰빙(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생활시간(the timing of life)

Round 4 (2008년)

노인과 노인차별에 대한 태도(attitudes to age and ageism), 복지(welfare)

Round 5 (2010년)

공정성에 대한 신뢰(trust in justice), 일, 가족과 웰빙(work, family and wellbeing)

Round 6 (2012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understanding and evaluations of democracy), 개
인과 사회의 웰빙(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 자원봉사, 심리적 번영, 정서경
험, 주관적 계층 등

출처 : 심수진 외(2009).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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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11)

∙ 유럽 사회의 구조, 양상, 태도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수치화하고 유럽의 사회･정 치･
도덕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규명한다.

∙ 질문지 구성과 사전조사, 샘플링, 자료 수집, 질문의 신뢰도 확보와 편견 제거 등 국
제비교연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 확산시킨다.

∙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평가하는 바에 근거하여 타
당한 국가 발전 지표를 제시한다.

∙ 유럽의 사회 조사자들의 양적 측정, 비교･분석 능력 훈련을 담당하고 촉진한다.
∙ 학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변화에 대한 자료를 확
장하고 가시성을 증진한다.

핵심조사 영역은 미디어, 사회신뢰, 정치, 주관적 웰빙, 사회 안전, 범죄 피해, 사회적
배제, 종교, 차별, 이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추가영역은 사회적 인구학적 질문을 포
함하여 핵심조사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별개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표 Ⅳ-10> 참조).
2012년의 순환조사 주제모듈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대
한 주제가 채택되었다(심수진 외, 2009).
<표 Ⅳ-10> ESS 6 질문지 구성
영역

주제

핵심

TV 시청, 사회 신뢰

핵심

정치 : 정치적 관심도, 신뢰, 선거 및 정치 참여, 정당 선호, 사회-정치적 조직 활동

핵심

주관적 웰빙, 사회적 배제, 종교, 차별, 국가/민족 정체성, 이민

순환

개인적･사회적 웰빙, 봉사, 한 주간의 감정, 삶의 만족, 신체 활동

순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

핵심

사회 인구학적 특성 : 가구 구성,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지역, 교육, 직업, 소득, 근무
시간 등

추가

인간의 가치 척도

추가

시범 질문

면접관 질문

면접관 자가 완료 질문

출처 : ESS 웹사이트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2014.5.23 검색
11) 유럽사회조사(ESS) 웹사이트(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2014.5.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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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4(2008)의 순환조사 주제 모듈 중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주제는 ‘복지’와 ‘노인
차별’이 있다(<표 Ⅳ-11> 참조).

<표 Ⅳ-11> ESS 4 순환주제 주요 조사 내용
주제

복지

노인차별

조사 내용
∙ 일자리가 부족할 때,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한다.
∙ 청년들이 첫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생각하는가?
∙ 각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모두가 원하는 직장 제공 보장
- 아픈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의료 서비스 보장
- 노인을 위한 기초 생활수준 보장
- 실업자를 위한 기초 생활수준 보장
- 직장인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보장
-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임시로 직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
한 지원
∙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20대들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70대 이상 노인이 최근 의료 서비스에 지우는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70대 이상 노인들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20대에 대한 인상
친근한/유능한/높은 도덕심을 가진/존경할 만한
∙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인상
친근한/유능한/높은 도덕심을 가진/존경할 만한
∙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세 상사/사장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 이상 노인 상사/사장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20대에 대한 감정
부러운/가여운/존경스러운/멸시하는
∙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감정
부러운/가여운/존경스러운/멸시하는
∙ 당신의 친구 중, 30세 이하의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 당신의 친구 중, 70세 이상의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 연령대가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출처 : ESS 웹사이트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2014.5.23 검색

ESS 4의 노인차별과 복지에 관한 문항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세대통합과도 깊은 관련
이 있다. 노인차별과 관련한 주제의 핵심 요소는 연령별 고정관념, 노화에 대한 태도, 세대
간 교류, 세대 간 견해, 그리고 노인차별의 경험 등이 있다. 복지 주제모듈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태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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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특히 20
대에 대한 인상과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인상을 묻는 문항은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서
로에게 갖고 있는 인상을 비교하여 세대갈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친구 중, 70세 이상
인 사람은 몇 명인지, 30세 이하인 사람은 몇 명인지를 묻는 문항은 개인의 세대통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세계가치조사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 WVS)는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고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사
람들의 가치와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조사는
미국 미시건 대학 잉글하트 박사의 주도 아래 약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1981년 이
후로 유럽가치관조사(EVS)와 함께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97개국에 걸
쳐 국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해 왔다. WVS는 세계가치조사 협회(Th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회원들에 의해 각 나라별로 최소 1,000명 이상의 표본으로 조사되
고 있으며, 연도별 응답자 수는 <표 Ⅳ-12>와 같다. 그러나 WVS의 경우 국제 종합사회조
사(GSS)처럼 각 나라의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해서 매년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
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시기별로 조사기관과 연구기관이 다르고, 이 때문에 조
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심수진 외, 2013).
WVS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외국인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관용, 성 평등에 대한 지
지, 종교의 역할과 종교성, 환경, 직장, 가정, 정치, 국가정체성, 문화, 다양성, 불안감,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세계적 태도의 영향을 조사하며,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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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연도별 세계가치조사 응답자 수
차시

연도

국가 수

응답자 수(명)

1

1981 ~ 1984

20

25,000

2

1989 ~ 1993

42

61,000

3

1994 ~ 1998

52

75,000

4

1999 ~ 2004

67

96,000

5

2005 ~ 2008

54

77,000

6

2010 ~ 2014

57

85,000

출처 : WVS 브로슈어(VALUES CHANGE THE WORLD), WVS 웹사이트
(http://www.iffs.se/wp-content/uploads/2012/12/WVS-brochure-web.pdf). 2014.5.29 검색

1차 조사는 1981년~1984년에 20개국의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6차 조사는
57개국의 8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측정도구는 259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차 조사는 2011년~2012년 동안 수행되었다. 제 6차 세계가치조사의 주요 조
사 내용은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6차 세계가치조사 주요 조사 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일상생활

항목별 중요도(가정/친구/여가/정치/직장/종교),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경제상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자율성, 주관적 계층의식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태도, 부모의 의무, 자녀의 가정교육 항목, 혼인상태, 자녀여부

정치

정치 관심도, 정치적 행동 여부, 정치방향, 통치방법에 대한 가치관, 민주주의 발전방식
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계와 국가 간 문제, 정당의 선호도, 정치성향
(좌파, 우파), 선거 여부 등

환경

환경과 경제성장 태도, 환경운동 참여여부

과학기술
공동체
사회 안전

과학과 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 이용수단, 컴퓨터 이용 등
사람들에 대한 신뢰, 집단별(가족, 이웃, 아는 사람, 타종교인 등) 신뢰정도, 조직/단체
에 대한 신뢰, 희망하는 이웃, 국가에 대한 자부심, 노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사회단체
참여여부
범죄피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 전쟁에 대한 태도 등

일

여성과 일에 대한 태도, 일자리 평등, 근무시간, 선호하는 일 종류, 일에 대한 태도 등

종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 종교여부, 종교활동 참여정도, 신의 중요도, 종교행위
여부, 신에 대한 태도 등

출처 : 심수진 외(2013).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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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S는 세계 인구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는 국제조사이다. 6차 WVS에서 나타난 우
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을 세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의 주제인 세대통합성과의 연
관성을 찾을 수 있다. WVS 결과는 연령별로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의 3그룹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이 인생에서 갖는 중요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대 이
상은 95%, 30~40대는 90%, 20대 이하는 85%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의 중요성
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성향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덕목에 대한 의견도 세대 간에 차이가 나타났
다. 이 문항은 독립심, 고된 일(hard work), 책임감, 상상력,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
근검절약, 인내심, 종교적 믿음, 이타성, 순응, 자기표현의 11가지 가치 중 최대 5가지 가
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조해야 할 덕목으로 고된 일을 선택한 비
율은 20대 이하가 54%, 30~40대가 63%, 50대 이상이 71%로 나타났다. 어른세대일수록
인생에서 고생이 갖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게 강
조해야 할 덕목으로 근검절약을 선택한 비율은 20대 이하가 59%, 30~40대 역시 59%,
50대 이상은 76%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의 소비방식에 대한 가치관이 미래를 위한 근
검절약보다 현재를 향유하기 위한 소비관으로 바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황혼
육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자녀양육 방식을 둘러
싼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웃으로 받아들이기에 내키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문항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
타났다. 이웃이라면 내키지 않는 사람으로 타(他)인종을 선택한 비율은 20대 이하가 18%,
30~40대가 29%, 50대 이상이 48%로, 어른세대일수록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동성애자를 선택한 비율은 20대 이하가 70%, 30~40대가 75%, 50대 이상이 90%
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선택한 비율은 20대 이하 36%, 30~40대
43%, 50대 이상 68%로 나타나, 어른세대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
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각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권이 있어야한다는 문항에 긍정한 비율은 20대 이하가 15%,

14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30~40대가 25%, 50대 이상이 50%로 나타나 어른세대일수록 남성중심 사고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는 문항에 긍정한 비율이 20대 이하는 9%, 30~40대는 10%인 반면 50대 이상은 30%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신･구세대의 의견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나은 지도자가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20대 이하는 3%, 30~40대는
6%가 긍정한 반면, 50대 이상은 20%가 긍정했다. WVS 결과를 통해 가족, 인종, 성별,
결혼 등 다양한 가치관에서 세대 간의 갈등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 조사
교육성취도평가국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는 ‘96년부터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
구를 수행해왔으며, 그 첫 번째 국제비교연구인 1차 국제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 : CIVED)를 기반으로 발전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를 진행하였다. ICCS는 10년 주기로 진행되며 현재 ICCS
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8개국12)이 참여하고 있다.
ICCS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미래시민으로서의 역할 준비, 공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의 이
행 정도 등을 조사하고 국제수준에서 비교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시민교육이란 정치, 제
도, 인권, 다양성, 환경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태도, 관점, 활동 등을 포함한다(김태준 외, 2011). 나아가 ICCS는 학생들이 시민성 및 시
민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경향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교사와
학교 대상으로 교수, 학급 관리, 학교 운영과 풍토 등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김태
준 외, 2011).
ICCS에서는 시민역량에 대한 측정을 크게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구분하고 전
자는 아는 것(knowing)과 추론･분석력(reasoning and analysing)을, 후자는 가치 신념
(value belief), 태도(attitudes),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s), 행동(behaviors)을
12)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Ⅳ.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145

측정한다. <표 Ⅳ-14>에서 보듯이 측정영역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정체성 등이다(김태준 외, 2012; 홍영란 외, 2013b).

<표 Ⅳ-14> IEA의 ICCS 민주시민역량 구성
측정 변수의 내용

구분

시민사회의 체계
가치
신념

생애
역량
관점의
구분 태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 정부에 대한 인식
∙ 권위에 대한 복종

∙ 연줄과 공공행정
∙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
∙ 타인배려

∙ 아시아 정체성
∙ 바람직한 시민상
∙ 사회화합 대 체면

∙ 환경보호

∙ 어른공경
∙ 빈부의 차
∙ 부정부패
∙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 ∙ 정치인의
∙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 필요성
∙ 범법자의 권리

∙ 아시아국가들 간 관계
∙ 자국의 전통문화

출처 : 김태준 외(2012); 홍영란 외(2013b). 33쪽에서 재인용

ICCS 2009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총 5,215개 학교가 참여하였는데 각 학교의 학교장
5,215명을 비롯하여 교사 60,588명, 학생 140,65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
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로 평균 연령은 14.4세였다. 모집단 대상은 2008년 기준 중학
교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표집방법은 유층화된 2단계 군집표집(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김기헌 외, 2010).
ICCS는 시민지식과 시민으로서의 태도 및 참여 의식을 측정하는데 ICCS 2009는 시민
지식을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공동체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4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또한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참여의 차원까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인 청소년들은 실제적인 시민으로서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성인이 되었을 때의 참여 의도를 조사하였다(정충대 외, 2012). ICCS 2009의 영역
별 문항배분은 <표 Ⅳ-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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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ICCS 2009 영역별 문항배분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

국가
조직

시민
조직

내용영역 2:
시민 공동체 원리
평등

사회
통합

자유

내용영역 3:
시민 참여
의사
결정

영향력 공동체
행사
참여

내용영역 4:
시민 정체성
시민
자아상

시민
유대감

인지 영역
아는 것

15문항

3문항

1문항

0문항

추론과 분석

17문항

22문항

17문항

5문항

계

32문항

25문항

18문항

5문항

정서-행동 영역
가치 신념

12문항

12문항

0문항

0문항

태도

12문항

18문항

18문항

14문항

행동 의도

21문항

행동

14문항

계

24문항

30문항

53문항

14문항

출처 : 김기헌 외(2010). 101쪽.

ICCS 조사 결과, 한국은 평균 565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3위에 해당했다. 한국
학생들의 ICCS 점수 결과는 인지영역 점수는 월등히 높은 반면, 정서-행동영역의 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정서-행동영역의 문항은 학생의 태도와 시민참여 결과 등을 측정하는데, 정서-행동영
역의 첫 번째 유형은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문항이다. 이 문항은 중앙정부 부처, 정당, 미
디어, 학교, 일반대중 등을 포함한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4점 척도로 묻는다. 각 시민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ICCS 시민지식 점수 상위 1~4위인 한국, 핀란드, 덴마크, 대
만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표 Ⅳ-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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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각 시민적 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
정부

정당

언론

학교

군대

국제연합

일반대중

한국

20

18

51

45

36

63

39

대만

44

26

43

71

59

69

51

핀란드

82

61

80

76

88

81

76

덴마크

72

56

56

74

78

76

68

ICCS 평균

62

41

61

75

71

67

58

출처 : Schulz et al.(2010). pp.108~109; 정충대 외(2012). 150쪽에서 재인용

두 번째 유형은 성평등에 대한 태도이다. 이 유형은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
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등 7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한국 학생들
의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는 대부분 국가 전체 평균과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세 번째 유형은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활동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ICCS 2009에서는 지역공동체 정치적 쟁점, 국가의 정치적 쟁점, 국가
의 사회적 쟁점, 다른 국가들의 정치, 국제정치, 환경 이슈 등 6개의 정치･사회 기관에서
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학교 밖 시민활동 참여이다.
이 문항은 청소년 단체, 환경운동 단체, 인권운동 단체, 지역사회 자선단체, 기부단체, 외
국인 문화단체 등에서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단체는 10%, 환경운동 단체는 29%, 인
권운동 단체는 16%, 지역사회 자선단체는 34%, 기부참여 단체는 39%, 외국인 문화단체
참여 14%로 전체적으로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 다섯 번째 유형은 학교에서 시민 참여이
다. 학교 내 시민 활동은 방과후 프로그램,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학생집회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내 활동을 학교 밖 활동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섯 번째는 기대 시민참여이다. 이 유형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예
상되는 시민행동을 질문하여 행동의도를 측정한다. 이 문항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투표
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의 참여를 묻고 있다. 그 결과, 미래에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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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87%의 학생이 미래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고, 이들의 시민지식 수준
평균은 574점으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학생 평균인 506점보다 68점이 높았다.
또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관심도 역시 평균 6점이 더 높게 나
타났다(김기헌 외, 2010).
ICCS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인지적 영역과 정서-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민역량과 관련한 인지적 지식수준은 높은 반면, 실제 행동
영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인지
적 지식을 넘어, 행동영역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 주제인 세대통합성 역시 인지영역과 행동영역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세대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
이 수반되는 교육활동을 권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라)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
네트워크 중심의 유럽의 사회적 자본 연구 성향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참여 중심의 사
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접근방식이 두드러진다. 이런 참여 중심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
구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사와로(Saguaro) 세미나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 SCCBS)
이다(홍영란 외, 2007).
SCCBS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시민참여 등을 포함
하고 있다. <표 Ⅳ-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에 SCCBS가 추진되면서 신뢰(trust),
친구관계의 다양성(diversity of friends),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시민리더
십과 유관기관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informal socializing), 기부 및 자원봉사(giving
and volunteering), 신앙에 기초한 참여(faith-based engagement), 시민참여의 평등성
(equality of civic engagement across the community) 등 8개의 영역에서 11개의 하위
요소가 포함되었다(홍영란 외, 2007).
신뢰의 경우 하위에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와 인종간 신뢰(inter-race trust)로 구분
되었고, 정치참여의 경우에도 전통적 정치참여(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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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정치참여(protest political participation)로 구분하였다(홍영란 외, 2007). 시민
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의 경우 시민리더십과 유관기관 참여의 2개 하위요소로 구분한다
(홍영란 외, 2007).

<표 Ⅳ-17> SCCBS 사회적 자본 구성 요인 및 주요 조사 내용
차원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정치참여

구성 요인

설문 내용(예)

사회적 신뢰

이웃, 직장동료, 가게 점원, 동료 종교인, 지역 경찰, 타인에 대한 신뢰

인종간 신뢰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에 대한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개인적 친구의 다양성
(사장, 생활보호대상자, 동향, 동성애자, 직장동료, 동일종교 신자,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지역사회리더 등의 11개 항목)

지난 주 신문 정치면 읽은 총 일 수
선거명부 등재 여부
전통적 선거참여 최근 대통령선거 참여 여부
정치에 대한 흥미 표현
정치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 정도
항의성 정치참여

시민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

시민리더십

데모, 행진집회 등의 집회 참여
노동관련 단체 및 인종관련 단체 가입
공식집단 참여 수
1년간 클럽활동 참여 수
1년간 학교 및 지역문제 공청회 참여 수

유관기관
참여

종교집단, 스포츠클럽, 각종 리그, 젊은이 조직, 주민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집단, 사회복지단체, 자치단체, 예술 단체, 민족성이 나타나는 단
체, 시민권 관련 단체, 취미 단체, 투자관련 단체, 인터넷 단체 등에 대한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유대

1년간 카드 및 보드게임 참여 수
자기 집/친구 집에서 친구초대, 방문 수
친척 방문 수

기부 및
자원봉사

기부 및 자원봉사

신앙에
기초한 참여

신앙에 기초한
참여

시민참여의
평등

시민참여의 평등

종교적 이유로 기부 여부
건강 및 질병관련 봉사 여부
종교기관 가입여부
종교기관 정기집회에 참여여부
교회의 행사 참여여부
지역별 시민참여 정도 차이(평등적 시민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8가
지 유형의 시민참여의 인종, 소득, 교육에 따른 차이분석)

출처 : 홍영란 외(2007).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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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BS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심층적인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풍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단체 등에서 다른 지역과 국가 간의 상대적인 평가를 어느 정도 가능
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SCCBS
2000 조사는 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andom-digit-dialing : RDD)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설문은 평균 26분 길이로 이루어졌다.13) 2006년에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서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자본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상호 협
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조직체의 특성을 가리키는 ‘집단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류현
숙 외, 2012).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요소에는 다양성, 정치참여, 사회유대, 자원봉사,
평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세대통합성의 성격과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세대통합성을 강화하
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집단적 사회적 자산을 강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결과 종합 논의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5개 국내조사와 4개 해외조사 등 총 9개의 국내외 사회조
사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아래 <표 Ⅳ-18>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내 사회조사 중 KGSS를
제외한 4개의 국내 사회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따라서 KGSS는 매년 주기로 시행되는 반면, 나머지 국내 사회조사는 반복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해외 조사인 ESS, WVS, ICCS, SCCBS는 일정한 주기로, 혹은 간헐적으로 반복 시
행되었다.

13)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 SCCBS) 웹사이트 (http://www.
hks.harvard.edu/saguaro/communitysurvey/). 2014.6.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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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분석된 국내외 사회조사 목록
구분

국내

해외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영역

KGSS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반복핵심 조사항목/ ISSP 주제모듈/ EASS 주제모듈/
특별 주제모듈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적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사고력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국가･사회현실 인식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사회통합위원회

정치･사회･경제의식/ 세대별 국가 정책 관련 의견/ 각
세대별 이미지 평가/ 생활양식 및 가치관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일반문항/ 문화/ 가족/ 정치/ 경제

ESS

유럽과학재단(ESF)

사회 신뢰/ 정치/ 인간의 가치 척도/ 순환주제

WVS

세계가치조사협회

일상생활/ 가족/ 정치/ 환경/ 과학기술/ 공동체/
사회안전/ 일/ 종교

ICCS

교육성취도평가국제연
합회(IEA)

시민/ 국가조직/ 시민조직/ 평등/ 자유/ 사회통합/
의사결정/ 영향력행사/ 공동체참여/ 시민자아상/
시민유대감

SCCBS

사와로
세미나(Saguaro
Seminar)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정치참여/ 시민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기부 및 자원봉사/
신앙에 기초한 참여/ 시민참여의 평등

다음은 앞서 제시한 9개의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조사 대상, 조사 목적,
문항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 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 조사 대상
사회조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조사 대상의 선정도 달라진다. 앞서 분석한 사회조사의
대부분이 일반 성인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의
경우는 조사 대상을 청소년/대학생/30대 이상 성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유
형의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와 ICCS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표 Ⅳ-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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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국내외 사회조사 조사 대상 구분
구분
국내

조사명

조사 대상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중･고교생/ 대학생/ 30세 이상 성인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해외

청소년

ICCS
KGSS

국내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ESS

해외

일반 성인남녀

WVS
SCCBS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국내외 사회조사들의 조사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의 질문지를 구성함에 있어
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 세 집단에게 공통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과, 특정 집단에게만 물
을 수 있는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세대 간의 차이와 통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
에서 실시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조사 중,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와 한국사회 세대
특성 비교조사, 그리고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는 세대 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반면 ESS와 WVS, 그리고 ICCS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조사 목적을 크게 세대 간 비교와
국가 간 국제비교로 구분하여 아래 <표 Ⅳ-20>에 제시하였다.

Ⅳ.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153

<표 Ⅳ-20> 국내외 사회조사 조사 목적 구분
구분

조사명

조사 목적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국내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세대 간의 의식과 특성 비교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KGSS
ESS
WVS

해외

ICCS

사회적 조사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SCCBS

9개의 사회조사 중 국내 조사는 모두 세대 간의 비교에 목적이 있은 반면 해외 조사는
여러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다. 세대 간 비교
가 목적이 아닌 사회조사의 경우에도 응답자 성격을 연령별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해 봄으
로써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 문항 내용
국내외 사회조사에 활용된 문항에는 내용적으로 유사한 문항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인 세대통합성과 관련하여 문항 내용을 ‘고령자에 대한 의견’과 ‘정
보 활용 능력’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 Ⅳ-2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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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국내외 사회조사 문항 내용 구분
구분

조사명
KGSS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국내

해외

고령자에 대한 의견

정보 활용 능력

특별주제모듈(2011) : 노인 및 노화

특별주제모듈(2012) : 인터넷/SNS
사용 및 중독

사회적 상호작용 : 친구의 노부모님의 지적 도구 활용 : 컴퓨터나 인터넷을
행위에 대한 평가
통한 학습이나 재능개발
각 세대별 이미지 평가

생활양식 및 가치관: 인터넷 효용성
관련 의견

문화 : 세대 간의 느낌

정치 : PC, 노트북, 스마트폰 하루
이용 정도

ESS

ESS 4 : 노인과 노인차별에 대한 태도

･

WVS

WVS 6 : 노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고령자에 대한 의견과 정보 활용 능력과 관련한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 개발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 외에도 가족, 건강, 사회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항목
도 많은 사회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 전반에
서 세대 간의 갈등과 통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라)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결과 시사점
다음에는 앞서 제시한 9개의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결과가 본 연구의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세대 간의 갈등 완화와 세대통합을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노년층 위
주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젊은 층까지 포괄하는 전(全)세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지향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생애주기를 고
려하는 접근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먼저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세대 간 사
회의식 비교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을 청소년/대학생/30대 이상 성인의 세 집단 유형으로
구분하였던 점을 참조하였다. 세 유형의 집단 구분에 있어서 본 연구의 용어 정의에 제시
하였던 바와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층으로 구분한 방식을 적용하여 세 가지
유형의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둘째,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의 경우 세 집단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질문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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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을 구별하여 질문지를 개발하고 집단별로 차이를 분석하
였던 점을 참조하였다. 본 조사지의 경우 동일한 쟁점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를 파악하
기 위해 각 연령집단에 맞도록 문항 표현과 진술 방식을 조정하였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와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세대 간 소통 및 화합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의 국내 조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조사라는 점에서 본 조사지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즉,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도구를 개발함
에 있어서 앞서의 선행 조사들은 심층적인 설문지의 형태를 갖는 진단도구로써의 성격을
취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태도 및 경향성 등을 진단하
고 검증하는 사회조사로써, 본 세대통합성 진단도구가‘세대통합성 진단검사’라는 검사의
형태를 채택하도록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넷째, 해외조사인 ESS, WVS, ICCS, SCCBS 등의 조사 주기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이들 조사와 마찬가지로 본 세대통합성 진단검사가 향후 일정한 주기로 혹은 간헐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에 대한 세대 간 인식수준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나아가 해외조사 분석 결과,‘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UN, 2009)
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 현상이 이미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까지 중요
한 국가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대통합의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연
구를 통해 범세계적인 방안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해 준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외 사회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와 내용적으로 관련된 문항들을 탐색함으로써 검사지 개발 과정에 유의미하게 활용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예비조사 실시에 관한 방법론적 접
근과 조사결과 분석 방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먼저 국내 조사로써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KGSS 2011의 특별주제 모듈에는 ‘노인 및
노화’, KGSS 2012의 특별주제 모듈에는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인터넷･SNS 사용 및
중독’에 관한 주제가 포함되어 해당 세부 조사 내용을 본 조사지 개발에 참고하였다.
-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의 경우 부모세대와의 교류하거나 공유하는 활동,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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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문항들을 찾
아볼 수 있었고, 이러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조사의 청소년용 문항 개발에
참고하였다.
-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조사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대 간 통합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조사 연구라는 점
에서 본 진단검사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며, 조사 영역과 조사 방법 설정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 우리나라 세대 간 특성과 세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세대통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된 사회통합위원회의 ‘한국사회 세대특성 비교조사, 2010’과 ‘세대 간 소통 및 화
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2012’는 본 조사의 성격 및 목적과 매우 밀접하게 관
련됨으로써 이 조사들의 주요 조사 내용은 본 조사지의 문항 개발 과정에 유의미하게
활용되었다.
- 해외 조사의 경우 ESS4(2008)의 순환조사 주제 모듈 중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주제
로써 연령별 고정관념, 노화에 대한 태도, 세대 간 교류, 세대 간 견해, 노인차별의
경험 등을 다루고 있는 ‘노인차별’ 그리고 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연결하여 ‘복지’를 참고하였다.
- WVS는 세계 인구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는 국제조사로써 6차 WVS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을 세대별로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인 세대통합성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 ICCS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인지적 영역과 정서-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 주제인 세대통합성 역시 인지 영역과 행동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하
였다.
- SCCBS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요소로써 다양성, 정치참여, 사회유대, 자원봉사,
평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세대통합성의 성격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세대통합성이 궁극적으로 전
체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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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 보도자료 분석
1) 분석 개요
세대통합 및 갈등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의 세대통합
및 갈등과 관련한 주요현안을 파악하고 쟁점을 추출하여 이를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을 위한 1차 자료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언론기사는 현재 사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
제에 대해 보도하고 여론의 추세를 반영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언론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세대갈등과 관련한 쟁점 뿐 아니라 세대갈등이 일어나는 주요 사회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2~2013년) 신문 및 방송을 통해 다뤄진 세대갈등 관련 쟁점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수집하였다. 언론기사 및 방송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가온 사
이트(http://www.kinds.or.kr/)14)를 통해 스크랩하였다.
미디어 가온은 종합 일간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 월간지 및 주간지, 언론 세미나 강의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포털사이트로써 대한민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 및 월간지
기사와 방송 뉴스 대본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언론자료를 시기별, 쟁점별로
검색하여 세대 관련 현안을 유용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언론기사 및 방송자료 수집을 통해 현안을 파악한 후 검색 빈도가 높은 쟁
점을 선정하여 영역별로 분류함으로써 개별 쟁점 뿐 아니라 사회영역별로 주요 세대갈등
현안을 파악하고자 했다. 각각의 쟁점은 기사의 내용과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고,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시대의 세대통합 및 갈등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언론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매체로써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언론자료를 살펴보면 생동감 있고 시의성 높
은 쟁점과 시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항 개발을 위한 1차 자료로 활용성이 높다고 보았다. 반면 언론 매체 및 형태가 다양하
고 자료의 양이 방대하므로, 기본적인 스크리닝(screening)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
를 거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신뢰로운 문항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4) 미디어 가온은 주요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포함하지 않는 검색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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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언론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조사의 개요와 4차에 걸친 스크리닝 과정, 세대통합
관련 언론자료의 영역별 분류와 쟁점 추출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각 쟁점은 배경 및 원
인, 현황, 시의성 및 적정성을 공통된 분석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각 쟁점 분석에 따른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 조사기간 설정
자료 조사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 2000년대 이후 14년간의 언론기사를 바탕으
로 키워드에 따라 기사를 검색하였다. 키워드는 앞서 세대통합 관련 문헌분석 결과를 참
고하여 세대갈등, 세대격차, 세대소통, 세대통합, 세대전쟁 등 세대문제와 관련된 다섯
가지로 결정하였다. 각 키워드별 검색 결과는 <표 Ⅳ-22>에 제시하였다. 다만, ‘세대전
쟁’키워드는 2012~2013년도에 총 6,180건이 집계되었으나 기성세대가 경험한 실제 전쟁
과 관련한 기사가 중복되어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Ⅳ-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로 세대갈등, 세대통합 등 세대문제와 관련된 키워
드를 다룬 기사가 약 1만 건을 초과하였다. 이는 세대문제 관련된 기사의 검색 건수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고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세대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Ⅳ-22> 한국언론진흥재단 키워드별 통합검색 결과
(단위 : 건)

연도

세대갈등

세대격차

세대소통

세대통합

계

2000

575

260

164

638

1,637

2001

520

209

109

648

1,486

2002

912

469

218

1,448

3,047

2003

1,419

431

263

1,363

3,476

2004

1,539

505

262

1,105

3,411

2005

1,196

549

413

1,247

3,405

2006

940

494

423

990

2,847

2007

1,094

631

628

1,964

4,317

2008

1,726

803

1,637

2,542

6,708

2009

2,036

866

1,854

2,843

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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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대갈등

세대격차

세대소통

2010
2011

세대통합

계

2,668

1,150

3,573

4,140

11,531

2,816

1,279

3,772

4,008

11,875

2012

3,603

1,903

4,263

8,468

18,237

2013

3,542

1,173

3,809

4,424

12,948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가온(http://www.kinds.or.kr/). 2014.3.26 검색

이를 통해 최근 3~4년간 사회적으로 세대관련 이슈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2년에는 약 1만 8천여 건의 키워드가 검색되었고 이는 전년 대
비 6,362건(약 53%)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세대갈등, 세대격차, 세대소통, 세대통합, 세
대전쟁 등 5개의 키워드 중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키워드는‘세대통합’관련 키워드로
2011년의 4,008건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8,468건으로 4,460건(약 111%)이 증가하였다
(<표 Ⅳ-22> 참조).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사회통합’이 선거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사용
되었고 세대통합 역시‘사회통합’의 한 부분에서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대통합 키워드의 증가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과 관련성이 깊
다고 추측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현 정부 5년(2013~2017) 동안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72만 5000명에 이르며, 2017년까지 베이비부머 취업자가 연평균 14만
5000명씩 줄어들면서 베이비부머 고용률이 9.3%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베이
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한정적인
경제적 재화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
측을 낳는다. <표 Ⅳ-23>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은퇴연령
은 57.4세이다. 건설업, 통신업, 도･소매업의 경우 평균 은퇴연령 보다 업종별 은퇴연령
이 더 이르므로 몇몇 업종에서는 더 일찍 은퇴가 시작되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의 평균은
퇴 연령을 근거로 했을 때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20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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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2011년 업종별 평균 은퇴연령의 평균
구분

평균정년(세)

업종별

57.36

광업

57.83

제조업

56.86

전기･가스･수도업

58.38

건설업

56.41

도매 및 소매업

56.65

숙박 및 음식점업

56.38

운수업

58.56

통신업

56.77

금융및보험업

56.60

부동산및임대업

59.50

기타서비스업

58.18

평균

57.46

출처 : 통계청 국가포털통계 사이트(http://kosis.kr/). 2014.4.21 검색

세대 간의 갈등 및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표면 위로 크게 부상한 것은
2012년 대선이다. 아래 기사는 2012년 대선에서 50~60대의 높은 투표율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세대별 투표율 차이가 승패를 가름
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참여도 높아졌지만, 50, 60대의 경이적인 투표율 상승이 박빙
의 국면을 한쪽으로 기울게 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꿈이 늙은 세대의
손에 깨지는 것을 보고 착잡한 심경에 빠진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노인세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 표출에서부터 고령화에 따른 사회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 : 저것은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2012-12-29). 경향신문 27면.

상술한 바와 같이 언론에 비춰진 세대통합, 세대갈등, 세대이해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
해 세대 관련 쟁점에 대한 생동감 있는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진단검사 개발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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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기사 스크랩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설정하였다.
첫째, 검색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Ⅳ-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을 기점
으로 세대 관련 키워드의 검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를 고려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일률적이지는 않으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은퇴시기를 추정하였다.
셋째, 정치부문에서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세대 간 갈등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세대통합에 대한 의식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가능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언론
자료 역시 비교적 최근의 기사를 활용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정년 60세 연장법’의 경우
2013년 5월 22일을 기점으로 법제화 되었는데 이를 둘러싼 논의 역시 도입 전후를 기점으로
가장 활발했고, 정년연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와‘워크 쉐어링(work sharing)’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언론에서도 해당 쟁점을 활발
히 다루고 있었다. 또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에 대해 2013년을 전후한 ‘기초노령
연금’관련 언론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세대 간 입장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 최대한 시의적절한 기사를 검색하고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조사
기간을 2012~2013년으로 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가온 웹사이트를 통해 2012년
18,237건, 2013년 12,948건의 국내 신문기사 및 텔레비전 뉴스를 수집한 결과 총 31,185
건의 세대관련 키워드가 검색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총 4차에 걸친 스크리닝 작업을 실
시하였다.

나) 세대 관련 언론자료 스크리닝
언론자료 스크리닝 과정은 1차로 2012~2013년의 국내 신문기사 및 텔레비전 뉴스를
세대 관련 키워드인 세대갈등, 세대격차, 세대소통, 세대통합, 세대전쟁으로 검색하여 해
당 기사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31,185건의 신문기사가 검색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전쟁’의 경우 실제 기성세대가 경험한 전쟁(예: 한국 전쟁)과 관련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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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전체 키워드에서 제외했다.
2차 스크리닝에서 연관성이 없는 언론 기사를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세대갈등’키워드
의 경우‘아파트 세대(世帶) 간 갈등’과 중복되는 기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아파트 세대 간
갈등’이란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거주자 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세대갈등’과는 연관성이 없다. 3차로 기사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매체가 다르거나 작성자가 달라 중복 검색된 기사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갈등, 세대통합과 연관성은 있지만 언론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인‘세대통합성 진
단검사 개발’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사에 대해 최종 스크리닝을 실시했다(<표 Ⅳ-24>
참조). 이상의 총 4차에 걸친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 유의미한 249건의 기사가 최종 집계
되었다.

<표 Ⅳ-24> 언론자료 스크리닝 단계별 내용
1차

∙ 세대 관련 세대갈등, 세대격차, 세대소통, 세대통합 키워드 검색 및 수집

2차

∙ 세대 관련 키워드와의 의미상 연관성 검토
∙ ‘같은 음 다른 뜻’키워드 관련 기사 제외

3차

∙ 중복 기사 검토(내용 및 작성자 기준)

4차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개발을 위한 내용 연관성 검토
∙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검토

다) 세대관련 언론자료 영역 분류
총 249건의 수집된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해당 기사가 다루고 있는 쟁점에 따라 영역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영역별 검색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경제, 사회･문화, 정치, 가족 영역
으로 분류되었다.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노인복지 증대에
따른 증세, 조기퇴직, 은퇴비용 등 일자리와 조세부담과 관련된 기사가 주로 경제 영역으
로 분류되었다. 세대차이에 의한 대화 단절, 스마트폰 사용, SNS 접근성의 차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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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역으로 주로 분류되었다. 정치영역의 경우 세대별 지지정당 및 후보의 차이, 노인
복지 확대 공약, 세대 간 투표율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정치성향 및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부모-자식, 조부모-손자 의사소통과
인식 차이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 격차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차이 쟁점 등이 가족
영역으로 분류되었다(<표 Ⅳ-25> 참조).

<표 Ⅳ-25> 언론기사 쟁점 영역별 분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164

건수

39

146

40

쟁점

건수

정치관
- 진보/보수
세대 간 이념차이

8

선거
지지정당 및 후보자 차이에 따른 입장 차이
세대별 투표율

17

사회대타협
- 정책지원

14

고용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청년실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 창업, 일자리 교육
- 평생고용, 워킹실버(working silver)
- 해외사례

75

복지
- 조세부담, 사회보장 세대격차
- 복지로 인한 재정악화

49

노후준비(경제적 차원)

8

가계곤란
- 가계빚 증가
반값 등록금, 물질 중심의 경제관, 소비행태 차이

10

갈등비용, 사회적 비용 발생

3

전세값, 주거비용

1

세대통합 프로그램
- 노부부 대상 부부강좌
- 노인교육, 재취업 교육, 취미강좌
- 소통프로그램 개발 관련
스포츠 교육을 통한 세대통합
세대별 사회참여, 의식차이,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13

노후준비(사회적 차원), 평생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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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건수

사회･
문화

가족

기타

38

21

쟁점

건수

은퇴, 귀농

2

미디어 활용격차, 모바일 이용 격차

9

노인인권

4

노약자석, 노인에 대한 멸시

3

베이비부머(baby boomer generation) 은퇴

4

에코부머(eco-boomer generation) 3중고

4

크레바스세대(91’~ 95 출생 세대)

1

결혼, 고부갈등, 시대정신

5

대학생/부모세대갈등, 가족 대상 세대소통 프로그램

9

노인부양
- 가정 내 소외감, 어른에 대한 존경심

9

고령화, 저출산

16

소통방안, 원전등 기타

15

분류 없음

6

주 : 하나의 기사가 여러 영역에 걸쳐있을 때는 중복을 허용함

각 영역별 분류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영역의 기사는 총 249건 중 146건으로 집계되어
약 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75건), 복지
증대 및 이에 따른 세금부담(49건), 노후 준비 및 은퇴 비용(8건), 사회적 갈등 비용(3건),
전세･아파트값(1건)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검색 건수가 많은 사회･문화영역은 총 40
건이 집계되었다. 주요 이슈로는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관련(13건), 자녀-부모세대 미디
어 활용격차(9건), 노약자석(3건)이 있다. 세 번째로 정치영역의 기사는 39건이 집계되었
고 주요 쟁점으로는 보수/진보 등 정치적 이념 차이(8건), 2012년 대선 투표율(17건), 사
회통합을 위한 세대통합 방안(14건)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영역은 총 38건이
집계되었는데 주요 쟁점은 고부갈등(5건), 자녀-부모 세대 간 갈등(9건)이 있다.
대략적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대 간 갈등이 가장 확연히 나타나는 영역은 주
로 경제영역이다. 경제영역에 포함된 쟁점들은 14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쟁점이다.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청년실업, 근
속연한에 따른 승진, 재취업 등 일자리와 관련한 쟁점이 경제영역의 146건 중 75건이 집
계되어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총 언론 자료 중에서도 일자리 관련 기사는 약 30%
로 단일 쟁점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세대를 막론하고 일자리 문제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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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세대 간 경쟁이 중요한 현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역별 분석
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이 외에 사회･문화, 가족, 정치 영역은 각각 15~16%로 비슷
한 비중을 차지했다.

2) 세대관련 언론자료 영역별 쟁점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자료를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쟁점은 검색 건수를
고려하여 빈도가 높은 쟁점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사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세
대갈등 상황 및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문항 개발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 가
지 쟁점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기술과 보도를 분석하여 세대 간 입장 차이 혹은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아래에서는 영역별 분석결과를 상세히 살펴보고,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표적 기사를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가) 정치
정치영역의 쟁점은 선거, 정당 활동, 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세대 간 입장 차이에 대
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총 검색 건수는 39건으로 약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쟁
점은 정치 성향(8건), 투표 및 대선 관련(17건), 사회통합을 위한 세대통합(14건)이 있다.

□ 정치 성향 : 보수 및 진보 정당 인식 차이, 보수 및 진보 후보자 인식 차이,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

□ 선거 : 세대 간 투표율, 2012 대선 결과와 장･노년층의 투표율, 세대이익을 반영한
투표 경향

□ 사회통합을 위한 세대통합 : 세대갈등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 사회통합의 필요성
□ 남북관계, 대북관, 한-미 외교관계, 애국심

정치 성향 쟁점은 세대 간 지지정당 및 선호 정치인에 관한 인식차이에 대한 기사가 많
았다. 기사에서는 젊은 층이 주로 진보정당을, 노년세대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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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문제는 단순히 지지정당 및 정치인이 다르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
고 입장 차이에 따른 인식격차 문제로 귀결되었다. 젊은 세대는 장･노년세대의 정치 성향
을, 장･노년세대는 젊은 세대의 정치 성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 같은
성향은 선거 시기에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래 기사는 세대 별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선거
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세대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너무 다른 정치･사회적 견해이며 그런 차이가 대
표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각종 선거를 비롯한 정치행사다. .........(중략)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박근혜 후보가 5060세대, 문재인 후보가 2030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점이다. 지지율의 높낮이에서 차이가 조금 날 뿐 추세는 요지부동이다. 이
번 18대 대선에서는 16･17대 대선보다 세대전쟁이 더 심해졌다. 세대 별로 박 후보와 문 후보
의 지지율은 적게는 20% 포인트, 많게는 4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중략)
이런 현상은 두 후보의 성향과 지지층이 처음부터 대쪽이 갈라진 듯 서로 다른 데다 선거
판세가 초박빙의 접전을 보이자 양 진영이 세 결집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매달린 것은 안철수 표의 바탕인 '2030' 파워 때문이었다.
출처 : 사회갈등 현황과 해법/ 서울대 교수 5人에게 길을 묻다(2012-01-02). 서울신문 13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16대 대선을 포함한 이전의 대선보다 세대 간 지지
후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18대 대선이다. 그 동안 주거 지역, 재산 현황, 교육
수준, 연령에 따른 유권자의 성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및 언론보도
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세대별 투표율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주
목할 것은 이 같은 정치 성향의 차이가 단순히 이념에 의한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즉 한정된 자원(복지･일자리)을 둘러싸
고 세대 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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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
표와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나타났던 청년층의 투표 참여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장
교수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세대 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젊은
세대는 그들이 처한 취업난과 ‘살인등록금’ 등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세력화해 돌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복지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나 주거, 등록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
대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분배를 통해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인데, 그동안 복지에 소홀히 한 것이 젊은 세대
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
년 후 뭘 먹고 살까?를 고민하며 성장에만 매몰되면 결코 현존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없다.”고 그는 역설했다.
출처 : 사회갈등 현황과 해법/ 서울대 교수 5人에게 길을 묻다(2012-01-02). 서울신문 13면.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영역에 있어서 세대갈등은 단순히 정치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경제와 사회영역과 연관되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아래
기사는 이를 지적해‘세대갈등’을 넘어선‘세대 양극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
영역에서의 세대갈등이 점차 극단적인 양상을 띄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 젊은 세대가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묘사하는 기고문을 통해 ‘멘붕(men-boong)’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정신적 붕괴 수준에 이르는 충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서 2030세대는 서로 “멘붕”이라는 인사를 주고받고, ‘나의 멘붕 극복기’ 같은 글을
즐겨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2030세대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외치자 5060세대 일각에
서는 ‘반값 등록금 없애기’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대 양극화는 사회의
기초인 가족관계 갈등과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나 빈부 양극화보다도 더 심각한 현상
입니다. 세대갈등에 맞물려 성장과 분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 Go Together Korea 세대･계층 갈등 접고 통합으로. MK뉴스 웹사이트(http : //news.mk.co.kr/newsRead.php?year=
2013&no=728). 2014.5.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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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경제영역은 249건 중 146건이 집계되어 경제 관련 세대갈등 기사가 총 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이슈는 일자리(75건), 복지(49건), 노후 준비 및 은퇴 비용(8건), 세대갈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3건), 전세･아파트값(1건)이 집계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자
리･고용 문제가 세대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일자리 : 정년 60세 연장법, 임금피크제도, 워크 쉐어링,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재취업,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청년실업

□ 복지 :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갈등
□ 노후대비 자금, 은퇴 준비, 노인부양 책임소재, 노인빈곤
□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

특히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워킹 실버(working silver) 등 일자
리를 둘러싼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의견이 명확히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
리와 관련한 쟁점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세대 간 일자
리 경쟁이 좀 더 첨예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장 극단적인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일자리 쟁점은 특히 고용
정책과 관련이 깊다. 경제 불황이 계속 됨에 따라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
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 시 세대 간 지지정당, 지지후보 차이로 연결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쟁점은 정년연장제도이다. 2013년 4월 30일 정
년연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여 법제화 되었고 아래 기사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세대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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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요소 중에는 ‘세대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정년연장 비용
부담에 따라 기업의 신규 고용이 위축돼 자칫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년 실업문제와 맞물리면서 은퇴 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의 ‘일자리 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중략)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총의 ‘청년 실업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청년 구직자 중 66.4%가
채용 규모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54.4%가 실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출처 : 고령자 임금 청년 2~3명몫…구직자 66% “채용감소 우려”…일자리 세대 간 갈등 현실화(2013-06-24). 헤럴드경제 4면.

여러 건의 관련 기사에서 정년연장제도가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세대 간 일자리 전
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경제불황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
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고령세대가 늘어난 현상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에 조기퇴직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임금피크제와 병행하는 정년연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정년연장이 1980년대에 태어난 청년실업과 대치되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는 고용구조상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정년제는
대체로 중소기업이 아닌 주로 대기업, 공기업 및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의 문제는 50세대와 80세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잉여임금으로 청년과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출처 : 1950과 1980의 갈등(2012-05-29). 경기일보 웹사이트(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
=581189). 2014.4.10 검색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정년연장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낮은 고용률 하에
서 청년실업률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년연장제도를 실시하면 청년실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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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위 기사에서도
이를‘50세대와 80세대의 갈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청년실업에 대한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아래 기사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높
은 까닭이 중･장년층과의 일자리 경쟁이 아니라 청년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5060은 물론
이고 2030 세대조차 ‘청년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답 비율도 비슷
했다. 5060 세대의 47.2%, 2030 세대의 44.2%가 이를 꼽았다. 2030 세대 스스로도 청년
눈높이가 높다고 인정한 셈이다. 2위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꼽혔다(5060
세대 34.2%, 2030 세대 37.2%). 이 밖에 정규직 노조가 지나치게 강성이고, 장년층이 일
자리를 쥐고 있는 데다 젊은 층의 창업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출처 : 2030 vs 5060 인식 비교해보니…통일 안 해도 된다 40%(2030) vs 4대 질환 보장 기대(5060)(2013-01-07). 매일
경제 웹사이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613). 2014.4.10 검색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년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청년층도 중･장년층과 비슷한 비율로 동의하고 있다. 다음 문항인‘좋은 일자리가 부족하
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모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의
견을 일치하고 있다. 세대 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차이가 크지 않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다.
한편, 복지 쟁점에 대한 세대 간 입장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주로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은퇴자금’,‘청년 세대의 결혼자금(전세값)’,

‘반값 등록금과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 주요 쟁점이다. 그 원인으로 정부 복지정책의 시혜
자와 세금부담 주체 간의 차이에 따른 갈등 그리고 한정된 조세를 누구를 위한 복지 예산
(예 :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세대 간 갈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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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현재세대 노인(1948년생 가정)이 기대수명까지 수령할 예상
금액은 2,423만원이다.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이 금액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40년
후 연금대상자인 미래세대 노인(1988년생 가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물가상승분을 포함하
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예상액이 2억3630만원인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수령예상액이 2억
248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기초연금 도입이 현재 노인에 유리하고, 미래노인인 젊은
층에 불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원씩 지급키로
하면 나라재정은 파탄날 위기에 처한다. 2014~2017년간 60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역시
애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57조1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나 많다.
출처 : “기초연금재원 4년간 1조 5000억 부족”…빗나간 정부 예측…젊은층부담 가중(2013-11-05). 헤럴드경제 4면.

위 기사에서는 현재노인 대 청년세대의 재원 경쟁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인(1988년생)과
현재세대의 노인(1948년생)간의 세대갈등을 다루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복지 확대정책은
현재 청년세대의 부담 뿐 아니라 미래의 노인세대마저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한 세대통합부터 이루겠다”며 이를 위한 1호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청년 정책인 반값 등록금은 20대 대학생의
문제이자 50대 부모들의 문제이고, 세대 문제이면서 계층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특위
활동은 부모님 세대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수준
에 따라 장학금에 차등을 둬 야당의 보편적 반값 등록금 정책과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부터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어 계층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세대통합 위한 정책 1호는 반값 등록금(2012-12-28). 국민일보 4면.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세대통합을 넘어서 계층통합, 사회
통합의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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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문화
사회･문화영역에는 총 40건이 집계되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13건), 미
디어 활용격차(9건), 노인공경(3건)등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관찰되는 쟁점이 주를 이루었다.

□ 세대통합 프로그램 : 세대통합 프로그램 필요성, 세대통합 프로그램 실행 현황
□ 미디어 활용 격차 : SNS 활용격차, SNS 활용격차로 및 라이프 스타일 격차
□ 노인공경 : 노약자석, 존경심, 노인존중, 노인인권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차이

사회･문화영역에서 눈여겨 볼만한 쟁점은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 활용 격차에
관한 쟁점이다.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사회참여, 운동교육, 의식차이, 노
부부 대상 부부강좌, 노인교육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미디어 활용을 둘러싼 세대 간
활용격차는 주로 세대 간 SNS 활용 격차,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가족 내 갈등, 미
디어 활용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문화적･정서적 차이가 눈에 띈다.
세대 간 SNS 활용 격차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개선사항,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도출해보면, 먼저 SNS 활용 격차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단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
다. SNS 활용 격차의 문제점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용하는 매체와 스마트 기
기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다. 해결방법으로는 5060세대와 고령자에
대한 SNS 이용교육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
년세대 역시 SNS 활용이 미숙한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기성세대의 SNS 활용을 위한 노력
에 협력함으로써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문
화적 견해 차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아래 기사는 SNS 활용의 세대 간 격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SNS를세대
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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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21세기의 키워드다. 국가지도자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다. 페이스
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이른바 SNS 소통의 핵심 도구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천국인 우리
나라의 ‘소통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 무엇보다 세대별 무리짓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IT의 발달로 젊은 세대에겐 그들만의 공간이 형성되고 다른 세대, 다른 생각을 가
진 사람들과의 단절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대 간에 ‘노는 물’이 다
를 정도로 시각의 공통분모가 작아지고 있다. ‘돌아누운 소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신문을 읽는 세대와 인터넷으로 입맛에 맞는 뉴스와 가십거리를 검색하는 세대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엄지족(2030세대)과 검지
족(5060세대)은 세대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용어다. 닐슨 컴퍼니코리아의 지난해 10월 조
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SNS 이용률은 50.5%인 반면 5060세대는 3.3%에 불과했다.
출처 : ‘세대갈등은 엄청난 사회비용…‘지혜+열정’으로 풀어야’(2013-01-04).
한국경제 웹사이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471901). 2014.4.10 검색

SNS 활용의 격차는 세대 간 정보습득의 원천 차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세대 간 라
이프 스타일의 차이로 나타난다.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30세대의 SNS 활용 정도
는 5060세대의 SNS 활용에 비해 약 16배 정도 높다. 아래 기사에서는 SNS 활용으로 인
한 정보원천의 차이가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이다. 기초노령연금, 노인 무임승차 없애자.” “민영화 공약한 박근
혜 후보 지지한 지역부터 수도･전기 민영화 합시다. 아 몰라 민영화!”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인터넷 포털 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다.
대선 기간 무상 복지정책에 대해 50대 이상 세대가 중심된 보수층이 공격을 이어가고, 결
과적으로 여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자 “노년층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막았다”며 “더 이상
이들을 위한 복지 지출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퍼졌다. 어떤 상황도 민영
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비꼬는 이른바 ‘민영화 놀이’도 SNS와 각종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사회통합의 꿈을 이룰, 든든한 연결고리인 줄 알았던 인터넷이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절고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SNS, 세대 간 네트워크가 끊기다(2013-01-18). 헤럴드경제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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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족
마지막으로 가족영역은 총 38건이 집계되었는데 주요쟁점으로 고부갈등(5건), 자녀와
부모 간 갈등(9건)을 꼽을 수 있다.

□ 가족 구성원 갈등 : 자녀-부모, 손자-조부모 갈등
□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격차 :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따른 대화 단절 ･소통 단절
□ 결혼관 : 고부 갈등, 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 결혼 및 교육 비용과 부모의 노후 대비

자녀를 대하는 부모세대의 행동과 태도가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된다는 기사도 많았으며,
SNS 활용으로 인해 특히 자녀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와 풍습도 기존세대와 청
소년세대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세대가 사용하
는 새로운 언어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어나 줄임말이 많다. 이는 활용하
는 매체나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세대 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언어의 차이로 연결되고
언어의 차이는 또다시 세대 간 이해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아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는 소홀히
한 세대다. 그러면서도 노부모가 대부분 살아 계셔(평균 80세)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 한
마디로 샌드위치에 해당한다. 그래도 세대의 규모가 워낙 크고 사회에 던지는 충격도 만만
치 않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보수화의 큰 물줄기를 형성했다. 결국
국회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었다......(중략)......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 낀 예비노인(1948-1954년생)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았다. 존
재가 묻힌 소위 ‘잃어버린 세대(forgotten generation)’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들의 실태는
지난 5월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미국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등이 '2차년도
베이비부머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자료가 실감나게 보여준다. 2012년 현재 58세에서 64세인
예비노인은 345만명으로, 노년층의 정책적 지원도 못받고 바로 밑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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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정책적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들은 연금 가입 등 노후준비가
더 열악한데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노부모(평균 83세) 부양의무까지 지고 있는 형편
이다. 이들의 삶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출처 : 예비노인도 노인 못지않게 불안하다(2013-10-14). 전북일보 19면.

가정 내 ‘낀 세대’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낀 세대란 자녀의 교육･결혼 비용으로
자신의 은퇴비용과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노부모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가정의 세대 간 갈등 역시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핵
가족화가 가속화 되고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하에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
하기 보다는 세대 간 문제에 대해 개인 혹은 가정 내에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수
준에 그치고 있어 가정 내 세대갈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 영역별 쟁점 종합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 나타난 세대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역별 쟁점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언론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영역의 쟁점은 세대 간 지지정당 및 선호하는 후보의 차이, 정치 성향, 이념
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정치 쟁점에서 세대 간 이념과 정치에 대한 인
식의 차이가 주로 문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과거 주거 지역, 재산 현
황, 교육 수준, 연령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세
대 간 인식차이가 선명하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 시 세대분리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정치성향의 차이가 단순히 이념에
의한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로 경제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주로 일자리･고용 문제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
히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워킹실버 등 일자리를 둘러싼 중･장년층
과 청년층의 인식과 공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주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 활용 격차에 관한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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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기사의 빈도수가 높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세대 간의 미디어 활용 및 모바일기기,
SNS 이용수준의 차이와 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사회참여, 운동교육, 의식차이, 노부부 대상 부부강좌, 노인
교육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영역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 단절, 가정 내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세대
별 결혼관에 관한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상 언론자료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세대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의 배경이 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쟁점의 검색빈도가 높은 것을 통해 일자리 문제가 세대 간
갈등의 핵심 쟁점임을 짐작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세대갈등과 연관이 깊을 것이라고 예상
했던 세대 간 소통, 예의, 노인공경, 옷차림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기사는 검색 빈도수
가 높지 않아 세대갈등의 원인이 상당히 생활 밀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닿아있다는 것
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경제영역의 쟁점이 매우 명확하고 개인별 인식차이가 확실하게 나
타났기 때문에 문항 개발 시 활용도가 높은 쟁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언론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대의 세대문제는 여러 원인이 얽혀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 영역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갈등상황의 원인은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원인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투표율 및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
지만 의사결정의 배경원인은 주로 경제 문제로 파악되었다. 또한, SNS 활용 격차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와 이로 인한 인식차이 및 세대 간 갈등은 사회･문화 문제이기도 하
지만 가족 내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노인부양은 가정의 문제이지
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쟁점이다. 이는 세대갈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
펴보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때에도
다각도의 분석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표 Ⅳ-26>에서는 언론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으로써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문항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영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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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영역별 주요 쟁점
영역

쟁점

정치

⦁정치관(진보/보수)
⦁선거(19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
⦁지지정당 및 후보차이

경제

⦁청년실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버창업, 일자리 교육, 재취업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복지 확대로 인한 조세부담
⦁복지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사회･문화

가족

⦁세대통합 프로그램
⦁세대별 사회참여, 의식차이
⦁노후준비(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평생교육
⦁미디어 활용 격차
⦁노인공경, 노인인권
⦁결혼관
⦁부모-자식 소통 단절
⦁노인부양
⦁자녀 결혼 비용 부담, 교육비용으로 인한 부모 노후 준비

2.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념모형 구성
1) 세대통합성의 정의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
지고 있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자신이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
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세대 간
통합 또는 갈등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에 있어서 연구진은 1차 년도 연구결과에 터하여 세대통합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세대통합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세대통합성’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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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최대화 하려는 협력적 태도와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
세대통합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문헌분석
을 실시하였고 3회에 걸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
출하였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세대통합성 개념모형

세대통합성은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는 인식 차원과 소통과 협력의 행동 차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구성요소별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대이해는 청년의 중･장년과 노인에 대한, 노인의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중･장년의 청년과 노인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의미한다. 세대이해는 세대통합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인식, 의식, 판단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세대이해는 정치, 경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이해, 다른 세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문
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예컨대 다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세대공감은 세대통합성의 정의적 차원으로 정서, 태도, 선호를 의미한다. 생
활양식,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공감, 문화적 스타일이나 선호에 대한 공감 등으로 구성
된다.
세 번째, 세대소통은 세대통합성의 언어적 차원으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이나 충돌을 조절･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
통, 협상, 합의, 화합, 갈등 조정, 문제 해결, 세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슈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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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토론하는 정도 등을 다룬다.
네 번째, 세대협력은 실천의향을 묻거나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는지 여부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세대통합성의 행위적 차원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세대 간 협동, 참여, 교류, 연대, 실천, 특정
문제(또는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노력하고 협동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 세대통합성 영역별 핵심 쟁점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항 개발을 위하여 1차 년도 연구결과를 비롯한 관련 문헌분석
결과, 국내외 사회조사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대통합성이 잘 드러나
는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핵심 쟁점들을 도출하
였다. 영역별 핵심 쟁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세대통
합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가) 정치
정치영역에서는 세대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 이해와 행동을 보이는 쟁점
들을 도출하였다. 정치 쟁점은 선행연구나 문헌분석,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진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정치영역에서 세대통합성에 관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대통합성 관련 정치적 쟁점
∙ 정치 무관심
∙ 정치적 성향(보수, 진보 등) 인식
∙ 선거활동 참여
∙ 투표 참여율
∙ 선거(후보자)에 대한 의견 공유
∙ 젊은 세대의 인터넷, SNS나 팟캐스트(podcast)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 남북 관계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 종북 단체에 대해 혐오감
∙ 독도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 애국심
∙ 대미(對美)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
∙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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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경제영역에서는 세대별로 서로 다른 경제적 입장이나 관점, 이해와 행동을 보이는 쟁점
들을 도출하였다. 경제적 쟁점 역시 세대통합과 관련한 선행연구나 문헌분석, 언론 매체
에서 다루어진 사례 등을 수집･분석한 결과에서 도출되었다. 경제영역에서 세대통합성에
관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대통합성 관련 경제적 쟁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기퇴직제 도입
∙ 대학 반값 등록금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
∙ 일자리에 비해 지나친 고학력화
∙ 세대 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차이
∙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율
∙ 정년연장
∙ 노인의 은퇴 후 재고용/노인들의 일자리 잠식
∙ 노령연금이나 의료 서비스 등 노년 복지 확대
∙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젊은 층의 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
∙ 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 용의
∙ 노인부양의 책임 소재(국가, 가족, 본인 등)
∙ 입사 시 연령 제한에 대한 의견
∙ 근속 연한에 의한 승진 vs 능력에 의한 승진
∙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명문대 입학 여부에 대한 공감

다) 사회･문화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세대별로 서로 사회적, 문화적 의식이나 태도, 성향과 이해, 행동
경향성을 보이는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사회･문화적 쟁점 역시 세대통합과 관련한 선행연
구나 문헌분석,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진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선정되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 세대통합성에 관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대통합성 관련 사회･문화적 쟁점
∙ 윗세대의 권위의식에 대한 인정 및 이해
∙ 노인들의 보수적,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고방식
∙ 나이 많은 사람을 구닥다리라고 얕보는 경향
∙ 젊은 세대의 외모(성형, 화장, 옷 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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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 관련 사회･문화적 쟁점
∙ 젊은이들의 애정표현에 대한 이해
∙ 젊은 세대의 개인적, 의존적이고 나약한 태도에 대한 이해
∙ 젊은 세대의 예의범절, 에티켓에 대한 인식
∙ 젊은 세대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
∙ 젊은 세대의 물질적, 금전적 가치관
∙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의 자리양보 강요
∙ 노인세대의 지혜와 경륜에 대한 존중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의 원천(방송, 신문, 인터넷 등)
∙ 각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한계
∙ 인터넷, 모바일 이용을 통한 소통
∙ 새로운 정보 활용 능력 습득을 위한 젊은 세대의 협력
∙ 노인의 인터넷, SNS 등 매체 이용 방법 학습의 필요성
∙ 세대공감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대중매체를 통한 세대공감과 협력의 중요성 홍보
∙ 다른 세대와의 공동 작업에 대한 선호
∙ 다른 세대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의향
∙ 학교 교육내용에 세대공감교육 포함의 필요성
∙ 학교 선생님의 권위와 교권에 대한 인식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라) 가족
가족영역에서는 세대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역할과 책임, 성향 및 행동 경향
성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가족영역의 쟁점 역시 세대통합과 관련한 선행연구
나 문헌분석,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진 사례를 등을 수집･분석하여 도출되었다. 가족영역
에서 세대통합성에 관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대통합성 관련 가족의 쟁점
∙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 자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 노부모 봉양에 대한 수용과 인정
∙ 황혼육아(영어교육,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 자녀 세대의 진로 및 희망 직업에 대한 인식
∙ 부모 재산으로 결혼 준비 비용 충당
∙ 자녀교육비와 본인 노후대비 재산 문제
∙ 결혼 후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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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 관련 가족의 쟁점
∙ 가부장 제도에 대한 존중
∙ 자녀 세대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해
∙ 가정 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 대화 단절
∙ 출산 시 아들 선호에 대한 인식
∙ 자녀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정

나. 세대통합성 개념모형의 타당화
1)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세대통합성의 개념, 구성요소와 영역별 핵심 쟁점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
대통합 유관기관 연구원 및 교수, 대한은퇴자협회 관련자, 세대통합 프로그램 시행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1] 제 1차 전문가 델
파이 조사지 참조).

❍ 조사대상 : 세대통합 유관기관 연구원 및 교수, 대한은퇴자협회 관련자, 세대통합
프로그램 시행기관 실무자 등 총 75명(응답자 65명, 회수율 87%)

❍ 조사시기 : 2014년 4월 18일 ~ 4월 30일
❍ 조사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개념, 구성요소,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
개념, 구성요소,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

2) 분석 결과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하여 세대통합 유관기관 연구원 및 교수, 대한은퇴자협
회 관련자, 세대통합 프로그램 시행기관 실무자 등 75명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총 65명이 응답함으로써 8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세대통합성 개념, 세
대통합성 구성요소, 영역별 주요 쟁점에 대해서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대통합성의 개념과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별
도의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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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통합성 개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세대통합성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15(SD=0.51)점이
었다. 전문가의 93.8%가 매우 타당하거나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고 6.2%가 보통이라고 응
답하였다([그림 Ⅳ-3] 참조).

[그림 Ⅳ-3] 세대통합성 개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나)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 세대 간의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을 선정하였
다.
첫째, 세대 간의 이해가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서 타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
문가 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4.15(SD=0.64)점이었다. 전문가의 86.1%가 매우 타당
하거나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고, 13.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Ⅳ-4] 참조).
둘째,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서 세대 간 공감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전문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06(SD=0.66)점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
다고 응답한 비율은 84.6%이었고 타당하지 않다(1.5%)거나 보통이다(13.8%)라고 평가한
응답은 15.3%였다([그림 Ⅳ-5] 참조).
셋째,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서 세대 간 소통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전문가의 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4.08점(SD=0.74)이었다. 소통이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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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타당하다거나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1%이었고, 타당하지 않다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였다([그림 Ⅳ-6] 참조).
넷째, 세대 간의 협력이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서 타당한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5점
만점에 4.11(SD=0.66)점을 주었다. 협력이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타당하다거
나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2%였고 보통이나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
였다([그림 Ⅳ-7] 참조).

[그림 Ⅳ-4]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써 ‘이해’의 타당성 평가

[그림 Ⅳ-5]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써 ‘공감’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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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써 ‘소통’의 타당성 평가

[그림 Ⅳ-7]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로써 ‘협력’의 타당성 평가

다) 영역별 세대통합성 쟁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항 개발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
족영역별로 세대통합성(세대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쟁점들을 조사하고, 전문가를 대
상으로 각 쟁점이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항목으로써 어느 정도로 타당한지를 조사하였
다. 문항 개발에 사용될 쟁점 선정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5점 만점에 최소
3점 이상 긍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10개
의 쟁점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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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영역에서는 12개의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최소 3.45에서 최
대 4.09점까지 평가하였다. 각 문항별 평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27>에 제시하
였다. 이 중에서 가장 평가점수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의 쟁점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정치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쟁점인 ‘선거활동 참여(3번)’와

‘종북단체에 대한 혐오감(8번)’은 문항 개발에서 제외되었다. 또한‘독도’문제는 한국사회
의 세대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정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고려하여 제외
하였다.

<표 Ⅳ-27> 정치영역에서의 주요 쟁점
번호

M

SD

정치 무관심

3.72

0.89

2.

정치적 성향(보수, 진보) 인식

4.09

0.79

3.

선거활동 참여

3.63

0.68

4.

투표 참여율

3.95

0.67

1.

정치적 쟁점

5.

선거(후보자)에 대한 의견 공유

3.78

0.75

6.

젊은 세대의 인터넷, 팟캐스트,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3.85

0.80

7.

남북 관계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3.98

0.72

8.

종북 단체에 대한 혐오감

3.45

1.06

9.

독도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3.68

0.85

10.

애국심

3.74

0.76

11.

대미(對美)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

3.71

0.81

12.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91

0.74

선택

제외

제외

둘째, 경제영역에서는 14개의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최소 3.03에서 최
대 4.31점까지 평가하였다. 각 문항별 평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28>에 제시하
였다. 이 중에서 가장 평가점수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의 쟁점을 문항 개발
에 활용하였다. 경제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3, 12, 13, 14번 쟁점은 문항 개발에
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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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8> 경제영역에서의 주요 쟁점
번호

M

SD

1.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기퇴직제 도입

경제적 쟁점

3.66

1.11

2.

대학 반값 등록금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

3.66

0.97

3.

일자리에 비해 지나친 고학력화

3.62

0.95

4.

세대 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차이

3.77

1.00

5.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률

3.78

1.05

6.

정년연장

4.03

0.87

7.

노인의 은퇴 후 재고용/ 노인들의 일자리 잠식

3.80

0.98

8.

노령연금이나 의료 서비스 등 노년 복지 확대

4.31

0.66

9.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젊은 층의 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

4.02

0.89

10.

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용의

4.06

0.85

11.

노인부양의 책임 소재(국가, 가족, 본인 등)

4.15

0.69

선택

제외

12.

입사 시 연령 제한에 대한 의견

3.28

0.94

제외

13.

근속 연한에 의한 승진 vs 능력에 의한 승진

3.52

0.69

제외

14.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명문대 입학 여부에 대한 공감

3.03

0.85

제외

셋째, 사회･문화영역에서는 23개의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최소 3.54에
서 최대 4.12점까지 평가하였다. 각 문항별 평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29>에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평가 점수가 낮은 13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의 쟁점을 문
항 개발에 활용하였다. 사회･문화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1, 2, 3, 4, 5, 6, 7, 8, 9,
10, 13, 18, 22번 쟁점은 문항 개발에서 제외되었다.
<표 Ⅳ-29> 사회･문화영역에서의 주요 쟁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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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쟁점

M

SD

선택

1.

윗세대의 권위의식에 대한 인정 및 이해

3.85

0.83

제외

2.

노인들의 보수적,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고방식

3.71

0.86

제외

3.

나이 많은 사람을 구닥다리라고 얕보는 경향

3.63

0.78

제외

4.

젊은 세대의 외모(성형, 화장, 옷 등)에 대한 이해

3.72

0.74

제외

5.

젊은이들의 애정표현에 대한 이해

3.58

0.83

제외

6.

젊은 세대의 개인적, 의존적이고 나약한 태도에 대한 이해

3.54

0.87

제외

7.

젊은 세대의 예의범절, 에티켓에 대한 인식

3.86

0.70

제외

8.

젊은 세대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

3.78

0.67

제외

9.

젊은 세대의 물질적, 금전적 가치관

3.60

0.86

제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번호

사회･문화적 쟁점

M

SD

선택
제외

10.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의 자리양보 강요

3.62

1.03

11.

노인세대의 지혜와 경륜에 대한 존중

3.92

0.69

1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의 원천(방송, 신문, 인터넷 등)

3.91

0.72

13.

각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한계

3.83

0.78

14.

인터넷, 모바일 이용을 통한 소통

3.95

0.65

15.

새로운 정보활용 능력 습득을 위한 젊은 세대의 협력

3.89

0.69

16.

노인의 인터넷, SNS 등 매체 이용 방법 학습의 필요성

3.98

0.72

17.

세대공감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4.12

0.70

18.

대중매체를 통한 세대공감과 협력의 중요성 홍보

3.88

0.70

19.

다른 세대와의 공동 작업에 대한 선호

4.06

0.61

20.

다른 세대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의향

4.02

0.65

21.

학교 교육내용에 세대공감 교육 포함의 필요성

4.06

0.77

22.

학교 선생님의 권위와 교권에 대한 인식

3.88

0.74

23.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4.08

0.78

제외

제외

제외

넷째, 가족영역에서는 13개의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최소 3.18에서 최
대 4.15점까지 평가하였다. 각 문항별 평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30>에 제시하
였다. 이 중에서 가장 평가점수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의 쟁점을 문항 개발
에 활용하였다. 가족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9, 12, 13번 쟁점은 문항 개발에서 제외되
었다.

<표 Ⅳ-30> 가족영역에서의 주요 쟁점
번호

M

SD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4.08

0.62

2.

자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4.14

0.58

3.

노부모 봉양에 대한 수용과 인정

4.15

0.64

4.

황혼육아(영어교육,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3.92

0.74

1.

가족 쟁점

5.

자녀세대의 진로 및 희망 직업에 대한 인식

3.88

0.78

6.

부모 재산으로 결혼 준비 비용 충당

3.68

0.90

7.

자녀교육비와 본인 노후대비 재산 문제

4.00

0.73

8.

결혼 후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한 인식

3.85

0.76

9.

가부장 제도에 대한 존중

3.66

0.89

10.

자녀세대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해

3.78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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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189

번호

가족 쟁점

M

SD

선택

11.

가정 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 대화 단절

3.82

0.90

12.

출산 시 아들 선호에 대한 인식

3.18

1.00

제외

13.

자녀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정

3.55

0.75

제외

라) 세대통합성 개념과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보완 의견 분석
먼저 세대통합성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보완 의견에 근거하여,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때
제시된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최대
화 하려는 협력적 태도와 역량’이라는 개념 정의를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
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상호 공동의 인식과 행동의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
을 반영한 것이다.

- 너무 많은 추상적 용어가 중첩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좀 더 평이한 용어로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다수 의견) :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며 → 상호 존중하
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 공감과 소통을(정서적 이외의 것도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서적’ 의미는 공감 등에 이미 내포되어 있음)
- 세대통합성 연구모형에서 세대통합성의 차원이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는
인식 차원과 소통과 협력의 행동 차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세대통합성 개념 정의에
서는 태도와 역량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어 혼란스러움. 즉 협력적 태
도와 역량 등 행동 차원에 한정되어 인식 차원이 누락되었음
- 세대통합에 있어서 다른 세대 간의 특성 및 문화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은 타
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 의식의 최대화와 협력적 태도와 역량은 다소 비약이고
세대통합성 개념 정의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닌 듯 하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겠음
(다수 의견)
- ‘공동체 의식’도 상투적 용어이며, 보다 근본적인 공동체 자체의 근원에 대한 인식인

‘상호 공동의 인식’ 추구가 필요함

190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 세대통합성이라는 용어는 “... 협력적 태도와 역량”이라기보다는“---공동체 의식의
수준”, 즉 현재 세대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더 적절함

다음으로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완 의견 중 유의미한 내용
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표 Ⅳ-31> ~ <표 Ⅳ-34>에 제시하였다.

<표 Ⅳ-31>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 수정･보완 : 세대이해
구성요소

기본안

수정안

청년의 중･장년/노인에 대한, 노인의 중･장년/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에 대한 기본
청년에 대한, 중･장년의 청년/노인에 대한 기 인식과 이해 및 동(同) 시대인으로서의 공동적
인식
본 인식
(☞반영 의견 : 세대 간의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통합된 공동체로서의 모든 세
대가 문화와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는 것
도 중요할 것임)
►세대통합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인식, 의식,
판단
►정치, 경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 가치
관이나 신념에 대한 이해
►다른 세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다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 등
세대
이해

►세대통합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인식, 의식,
판단
►정치, 경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 가치
관이나 신념에 대한 이해
►다른 세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다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 등
(생략)
(☞반영 의견 :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는
모호한 듯 하며, 위 항목들과의 중복 가능성
이 있음)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인
식 등(추가)

※ 문항 표현 : ∼ 이해한다. ∼ 에 동의한다. ※ 문항 표현 : ∼ 이해한다. ∼ 에 동의한다(생
∼ 라고 생각한다. ∼를 중요하게 여긴다. ∼라
략). ∼ 라고 생각한다. ∼를 중요하게 여긴
고 판단된다.
다(생략). ∼라고 판단된다.
(☞반영 의견 : 타 세대의 가치, 경험, 특성
은 이해(즉, 인지)의 차원이지 동의의 차원으
로 질문하기 어려움. “~에 동의한다”는 인지
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척도 타당
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를 중요하게 여
긴다”라는 질문 또한 실제 문항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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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 수정･보완 : 세대공감
구성요소

기본안

수정안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에 대한 존중
및 동(同) 시대인으로서의 공감
(☞반영 의견 : 세대공감에 대한 정의가 누락
되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세대
공감

►세대통합성의 정의적 차원으로 정서, 태도, ►세대통합성의 정의적 차원으로 정서, 태도
선호
(생략), 선호
►생활양식,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공감
(☞ 반영 의견 : ‘태도’는 행동적 차원이므로
►문화적 스타일이나 선호에 대한 공감
적절하지 않음)
►생활양식,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공감
►문화적 스타일이나 선호에 대한 공감
※ 문항 표현 : ∼를 공감한다. ∼처럼 느낄 수 ※ 문항 표현 : ∼를 공감한다. ∼처럼 느낄 수
있다. ∼에 대해 좋게 느낀다. 입장이 되어
있다. ∼에 대해 좋게 느낀다. 입장이 되어
∼를(와) 동일한 느낌이 든다. ∼를 감정적
∼를(와) 동일한 느낌이 든다. ∼를 감정적
으로 수용할 수 있다.
으로 수용할 수 있다.

<표 Ⅳ-33>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 수정･보완 : 세대소통
구성요소

기본안

수정안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소통
(☞반영 의견 : 세대소통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
어 추가할 필요가 있음)

세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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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의 언어적 차원으로 세대 간에 서 ►세대통합성의 언어적･비언어적(혹은 태도적)
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교 차원으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
환하며 갈등이나 충돌을 조절･완화
게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이나 충돌
►의사소통, 협상, 합의, 화합, 갈등 조정, 문제 을 조절･완화
해결
(☞반영 의견 : 소통에는 언어적 소통만 존재
►세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슈에 대해 자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소통을 언어적
롭게 토론
차원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다수 의견),
언어적 소통 외에 비언어적 소통을 추가할 필
요가 있음)
►의사소통, 협상, 합의, 화합, 갈등 조정, 문제
해결
►세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슈에 대해 자유
롭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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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기본안

수정안

※ 문항 표현 : ∼와 대화하려고 한다. ∼에 대해 ※ 문항 표현 : ∼와 대화하려고 한다. ∼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함께 이야기한다. ∼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의) 생각을 공
∼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의) 생각을 공
유하려고 한다.
유하려고 한다.

<표 Ⅳ-34>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 수정･보완 : 세대협력
구성요소

세대
협력

기본안

수정안

실천의향을 묻거나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
는지 여부나 정도
►세대통합성의 행위적 차원으로 조화로운 공
동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적 수행
►세대 간 협동, 참여, 교류, 연대, 실천
►특정 문제(또는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
대가 함께 노력하고 협동

실천의향을 묻거나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
는지 여부나 정도
►세대통합성의 행위적 차원으로 조화로운 공
동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적 수행
►세대 간 협동, 참여, 교류, 연대, 실천
►특정 문제(또는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
대가 함께 노력하고 협동

※ 문항 표현 : ∼에 참여하려고 한다. ∼를 함 ※ 문항 표현 : ∼에 참여하려고 한다. ∼를 함
께 하려고 한다. ∼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
께 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대신 하려
다. ∼대신 하려고 노력한다. ∼입장이나 감
고 노력한다(생략).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
정을 고려하여 ∼ (와) 함께 한다.
하여 ∼ (와) 함께 한다.
(☞반영 의견 : “∼대신 하려고 노력한다.”라
는 다소 희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는 협력과는 다른 차원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대통합성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대통합성 개념 : ‘세대통합성’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
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상호 공동의 인식과 행동의 수준

○ 세대통합성 구성요소
① 세대이해 :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이해 및 동
(同) 시대인으로서의 공동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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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인식, 의식, 판단
► 정치, 경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이해
► 다른 세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인식 등
※ 문항 표현 : ∼ 이해한다. ∼ 라고 생각한다. ∼라고 판단된다.

② 세대공감 :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에 대한 존중 및 동(同) 시대인으로서의
공감

► 세대통합성의 정의적 차원으로 정서, 선호
► 생활양식,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공감
► 문화적 스타일이나 선호에 대한 공감
※ 문항 표현 : ∼처럼 느낄 수 있다. ∼를 공감한다. ∼에 대해 좋게 느낀다. 입장이
되어 ∼를(와) 동일한 느낌이 든다. ∼를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③ 세대소통 :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소통
► 세대통합성의 언어적･비언어적(혹은 태도적) 차원으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이나 충돌을 조절･완화

► 의사소통, 협상, 합의, 화합, 갈등 조정, 문제 해결
► 세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 문항 표현 : ∼와 대화하려고 한다. ∼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한다.

④ 세대협력 : 실천의향을 묻거나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는지 여부나 정도
► 세대통합성의 행위적 차원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 수행

► 세대 간 협동, 참여, 교류, 연대, 실천
► 특정 문제(또는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노력하고 협동
※ 문항 표현 : ∼에 참여하려고 한다. ∼를 함께 하려고 한다. ∼를 도와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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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여 ∼ (와) 함께 한다.

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측정모형 구성과 예비문항 개발
1)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측정모형의 구성
앞서 확정된 구성요소와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선정된 영역별 쟁점을 바탕으
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 개발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영역별 주요 쟁점을 선별하여 문항을 개발하되 주요 쟁점은 하나 이상의 구성요
소에 중복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둘째, 문항은 응답자가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하여
갖는 의견이나 태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일부 문항은 공통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세대별 태도나 의견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는 영역별 쟁점 자체보다는 문항을 기술하는 표현 방식
을 통해 구분하였다.
문항 개발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문항 개발을 위하여 영역별 핵심 쟁
점과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를 양축으로 하는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 측정모형은 <표 Ⅳ-35>에 제시하였다.
<표 Ⅳ-35>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측정모형
구분

이해

공감

소통

협력

정치영역 쟁점
경제영역 쟁점
사회･문화영역 쟁점
가족영역 쟁점

2)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 개발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영역별로 선정된 10개의 핵심 쟁점을 대상
으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측정모형을 통해 1차적으로 총 60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

Ⅳ.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195

며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의 4가지 구성요소별 문항이 가능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적으로 개발된 60개의 예비문항은 연구진의 집중적인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
쳐 수정･보완하여 51개의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각 문항은 다시 청소년･청년용(A)/중･장
년용(M)/노년용(E)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집단에 맞도록 문항 표현과 진술 방
식을 수정하였다.

라.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 타당화
본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항 타당화 과정에 있어서 앞서 제시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이후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두 단계에 걸친 파일럿 테스트로써의 예비조사가 실
시되었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
고, 예비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 연계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두 단계
에 걸친 예비조사 중 첫째는 문항검토 예비조사로써 소수의 심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1차
개발된 예비문항의 표현방식, 의미 전달력, 연령에 따른 문항 이해의 용이성 등에 대한 적
절성을 검토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둘째, 진단검사 예비조사는 이전 단계의
수차례 타당성 검증과정을 통해 수정･보완된 문항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응답자에게 검사
를 실시해 봄으로써 검사 실시 상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에 대한 사전 진
단,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신뢰도, 구인 및 공인 타당도, 집단 차이 분석을 통해 문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내년도 본 검사에 대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각 문항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영역별로 구성요소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부록 2]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참조). 각 문항별 타당성은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
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해‘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
사 개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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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기 : 2014년 6월 11일 ~ 7월 2일
❍ 조사대상
･ 세대통합 유관기관 연구원 및 교수, 대한은퇴자협회 관련자, 세대통합 프로그램 시행
기관 실무자 등 총 71명

･ 회수율 : 71.8% (51명 응답)
❍ 조사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예비문항 타당성 평가
예비문항-영역별 구성요소 반영의 적절성

2)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의 타당성과 예비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을 평
가하기 위해 세대통합 유관기관 연구원 및 교수, 대한은퇴자협회 관련자, 세대통합 프로
그램 시행기관 실무자 등 75명을 대상으로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총 51
명이 응답함으로써 71.8%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영역의 총 51
문항에 대해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이 영
역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데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
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타당성 및 예비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식 답변을 통해 이를 제시하도록 하
였다.

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1) 정치
예비문항은 청소년･청년용(A)/중･장년용(M)/노년용(E)의 각 유형별로 조사를 실시하
였으나 문항 선정 시에는 총 평균점수를 참고하였다. 정치영역의 문항 수는 총 13개의 문
항이며 평균은 3.66이다.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각 문항별 평가치는 <표 Ⅳ
-36>에 제시하였다. 정치영역 예비문항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는 최소 3.13에서 최대
4.10으로 평가하였다. 2번 문항의 평균은 3.13의 최소값을 받아 예비문항으로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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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표 Ⅳ-36>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정치) : 예비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항

M

선택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80

노인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서 거부감이 든다.

3.13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관심이 있고 듣고 싶다.

3.53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3.70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60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63

어르신들과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3.77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어르신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3.53

나는 어르신들과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3.77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어르신을 이해할 수 있다.

4.10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60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3.77

제외

예비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영역별 구성요소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하
여 전문가는 최소 3.30에서 최대 4.10으로 평가하였다. 전체 평균값은 <표 Ⅳ-37>에 제시하
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2번 문항이다.

<표 Ⅳ-37>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정치) : 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
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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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80

2.

노인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서 거부감이 든다.

3.30

3.
4.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관심이 있고 듣고 싶다.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3.70
3.60

5.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60

6.
7.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르신들과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3.50
3.90

8.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어르신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3.70

9.
10.

나는 어르신들과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어르신을 이해할 수 있다.

3.90
4.10

11.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70

12.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3.90

선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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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경제영역의 예비문항은 총 12문항이며 타당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3.90점이다. 경제영역
역시 청소년･청년용(A)/중･장년용(M)/노년용(E)의 각 유형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문항
선정 시에는 평균을 참고하였다. 경제영역의 예비문항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최소 3.70
에서 최대 4.13으로 평가하였다. 각 예비문항별 평균은 아래 <표 Ⅳ-38>에 제시하였다.
경제영역의 예비문항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Ⅳ-38>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경제) : 예비문항
번호

문항

M

1.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
운 마음이 든다.

3.97

2.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3.83

3.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3.80

4.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13

5.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3.85

6.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4.10

7.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조기퇴직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3.87

8.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0

9.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3.87

10.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
연스럽게 받아들인다.

4.00

11.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3.73

12.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80

13.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3.70

선택

문항과 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의 평균은 3.90이고 각 문항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항과 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Ⅳ-39>에 제시하였
다. 전문가는 문항과 경제영역 구성요소 간 적절성을 최소 3.50에서 최대 4.10까지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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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경제) : 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
번호

문항

M

1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
운 마음이 든다.

4.00

2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3.80

3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3.80

4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10

5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3.90

6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4.10

7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조기퇴직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4.00

8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0

9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3.90

10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
연스럽게 받아들인다.

4.00

11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3.80

12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80

13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3.50

선택

(3) 사회･문화
사회･문화영역의 예비문항은 총 13문항이며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평균은 3.86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청년용(A)/중･장년용(M)/노년용(E)의 각 유형별로 조사를 실시하였
으나 문항 선정 시에는 전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참고하였다. 사회･문화영역 예비문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가는 최소 3.40에서 최대 4.13으로 평가하였다(<표 Ⅳ-40> 참조).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사회･문화영역의 2번 문항은 3.40으로 낮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200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표 Ⅳ-40>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사회･문화) : 예비문항
번호

문항

M

1.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시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
력이 중요하다.

3.97

2.

여성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0

3.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83

4.

나는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4.20

5.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
각한다.

4.00

6.

나는 어려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4.03

7.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4.13

8.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어르신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3.60

9.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
곤 한다.

3.60

10.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3.90

11.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이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

3.77

12.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달라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

3.80

13.

나는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4.00

선택

제외

각 문항과 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의 평균은 3.95점이고, 결과에 따라 가장 낮은 2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각 문항과 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의 평균은 아래 <표 Ⅳ-41>에
제시하였다.

<표 Ⅳ-41>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사회･문화) : 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
번호

문항

M

1.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시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
력이 중요하다.

4.10

2.

여성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60

3.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90

4.

나는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4.30

5.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
각한다.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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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M

6.

나는 어려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4.10

7.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4.10

8.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어르신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3.70

9.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3.70

10.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4.00

11.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이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

3.90

12.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달라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

3.80

13.

나는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4.10

선택

(4) 가족
가족영역의 예비문항은 총 13문항이며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 평균은 3.93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청년용(A)/중･장년용(M)/노년용(E)의 각 유형별로 델파이 조사를 실
시하였으나 문항 선정 시에는 총 평균점수를 참고하였다. 가족영역의 예비문항은 전반적
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문항별 평균점수는 아래 <표 Ⅳ-42>에 제시
하였다.

<표 Ⅳ-42>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가족) : 예비문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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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

1.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0

2.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은 자식/손주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97

3.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이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3.90

4.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3.87

5.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4.13

6.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4.10

7.

우리 부모님과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3.90

8.

나는 결혼하더라도 양육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3.67

9.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

3.80

10.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곤
한다.

3.77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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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M

11.

부모님/조부모님은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
하지 못한다.

3.93

12.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3.93

13.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3.97

선택

각 문항과 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의 평균은 3.95이고 최소 3.70에서 최대 4.10으로
각 문항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항과 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의 평균은 아래
<표 Ⅳ-43>에 제시하였다.
<표 Ⅳ-43>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가족) : 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 적절성
번호

문항

M

1.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0

2.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은 자식/손주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4.00

3.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이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3.90

4.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3.90

5.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4.10

6.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4.10

7.

우리 부모님과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4.00

8.

나는 결혼하더라도 양육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3.70

9.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

3.80

10.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곤
한다.

3.80

11.

부모님/조부모님은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
하지 못한다.

3.90

12.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00

13.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4.00

선택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정치영역에서 1문항, 사회･문화영역에서 1문항을 제외
하였고, 연구진 협의과정을 거쳐 경제영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 선정된 문항 수는 총 50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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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항검토 예비조사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지의 문항 구성을 확정하기에 앞서,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
과를 토대로 구성한 50문항의 적절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문항검토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문항검토 예비조사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청년용(A)/
중･장년용(M)/노년용(E)의 3가지 진단검사지에 대해 8개 그룹(중/고/대/30대/40대/50대
/60대/70대 이상)별 5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항검토 예비조사에서는 문
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과 함께 문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을 수집하였고, 타당한 의견
을 반영하여 검사지를 수정하였다. 문항검토 예비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조사시기 : 2014년 7월 7일 ~ 7월 17일
❍ 조사대상 : 청소년･청년용(중/고/대)/중･장년용(30대/40대/50대)/노년용(60대/70대
이상) 각 5명씩 총 40명

❍ 조사방법 :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청소년･청년용/중･장년용/노년용 3가지 진단검사지에 대한 객관식 응답
및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주관식 의견

문항검토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관식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외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검토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 대상이 된
문항들은 아래 <표 Ⅳ-4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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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4> 문항검토 예비조사 결과 : 제외문항 선정 근거
제외 문항

응답자 의견

∙ 일반적인 경향을 묻는 것인지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인
1.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
지 모호함
스러운 일이다.
∙ 결혼비용의 범위가 모호함
2.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로 중요 ∙ 중요한 영향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한 영향을 미친다.
의미인지 모호함
3.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 청년 세대가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임(중･장년/노년세대
생각한다.
시각의 문항임)
∙ 조기퇴직이라는 용어가 어려움
4.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조기퇴직제의 필요성에
∙ 조기퇴직제가 일자리를 늘리지만 그 영향이 청년층에만
공감한다.
해당하는 것은 아님
5.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 정치인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하기 어려움
∙ 다른 문항의 ‘부모님 봉양’ 문항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
불필요함
∙ SNS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어르신들과 대
∙ 이미 알고 지내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함
6.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이 외에도 문항검토 예비조사 객관식 응답 결과를 기초통계 분석하여 요소 간 상관이
낮게 나타난 5개 문항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또한 문항 구성요소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
요소 중 협력에 해당하는 2문항을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친척들의 경조사
참여 의향’ 문항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집단행동에 참여 의향’ 문항이다. 문항검토
예비조사 결과 확정한 총 문항 수는 40문항이며, 영역-구성요소별 문항 구성은 아래 <표

Ⅳ-45>에 제시하였다.

<표 Ⅳ-45> 문항검토 예비조사 결과 : 영역과 구성요소별 문항 구성
(단위: 문항수)

이해

공감

소통

협력

계

정치

2

1

4

2

9

경제

4

4

1

2

11

사회･문화

1

4

3

2

10

가족

5

2

1

2

10

계

12

11

9

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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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의 일환으로 청소년･청년용(A)/중･장년용(M)/노년용(E)의 3
가지 진단검사지에 대해 중･고등학생･대학생,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용의 경우, 현재 청년층의 약 2/3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
에서 제한된 수의 표집을 통해 실시하는 예비조사로써 표집의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
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4년 7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중･고등학교는 연구진이 직
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및 중･장년층, 노년층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하
였다. 중･고등학교는 총 4개교 24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2개교는 직
접 방문조사 하였고 나머지 2개교는 학교 측에 조사를 의뢰하여 설문지는 우편으로 회수
하였다. 청년 및 중･장년층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웹 서베이(web survey)를 실시하였
다. 노년층은 전문 조사업체에서 서울 각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대인면접
을 실시하고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세한 조사 일정은 아래 <표 Ⅴ-1>에 제시하였다.

<표 Ⅴ-1>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일정
일정

조사내용

2014.07.30.(수)~08.14(목)

중･고등학교 (4개교) 방문 조사 실시

2014.08.08.(금)~09.05(금)

대학생 및 중･장년 대상 웹 서베이 조사 실시
노인대상 대인면접 조사 실시

2014.09.01.(월)~09.12(금)

조사관련 자료 정리 및 처리

예비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 정보는 <표 Ⅴ-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대상자는 843명이고 청소년 및 청년 342명(40.6%), 중･장년 300명(35.6%), 노년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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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414명(49.1%), 여자 429명(50.9%)으로 거의 반반씩이었
다. 학력은 중･장년의 경우 대졸 이상이 215명(71.7%), 노년의 경우 고졸 이하가 161명
(80.1%)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은 중･장년의 경우 30대, 40대, 50대가 고르게 분포되었
고,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도 거의 동수를 차지하였다.

<표 Ⅴ-2> 예비조사 참여자 인구학적 배경 변인
(단위: 명(%))

구분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

전체

342 (40.6)

300 (35.6)

201 (23.8)

843 (100.0)

남자

163 (47.7)

150 (50.0)

101 (50.2)

414 (49.1)

여자

179 (52.3)

150 (50.0)

100 (49.8)

429 (50.9)

고졸이하

39 (13.0)

161 (80.1)

대졸(이상)

215 (71.7)

33 (16.4)

대학원이상

46 (15.3)

7 (3.5)

성별

학교급
중학교

128 (37.4)

고등학교

114 (33.3)

대학교

100 (29.2)

학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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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00 (33.3)

40대

100 (33.3)

50대

100 (33.3)

60대

100 (49.8)

70대 이상

10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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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신뢰도 평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청년용, 중･장년용, 노년용 진단
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α)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타당도 분석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을 빼고 총 30문항으로 산출되었다.
<표 Ⅴ-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뢰도 계수 α값은 노년용 0.620부터 청소년･청년용
0.777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α값이 0.501부터 0.801까지 나타났다.
예비조사로서 사례수가 많지 않고 영역별 문항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세대통합
성 진단도구의 신뢰도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표 Ⅴ-3>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신뢰도 계수
영역(문항수)

청소년･청년
(n=342)

중･장년
(n=300)

노년
(n=201)

전체 (30)

.777

.731

.620

이해 (7)

.603

.501

.663

공감 (9)

.761

.709

.661

소통 (6)

.793

.801

.788

협력 (8)

.717

.549

.530

문항수가 많고 측정요인이 단일 차원인 경우에 신뢰도 계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
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이라는 비교적 서
로 구분되는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세대통합성 내 하위요소 역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이라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
고 있기에 하위요소별 신뢰도도 높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문항으로 세대통합성이라는 복잡한 구인과 하위요소를 통계적으로 신뢰롭
고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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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타당도 평가
1) 구인 타당도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청년용, 중･장년용, 노년용의 구
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아이겐 값이
가장 많은 1요인을 중심으로 문항별 계수를 확인하여 계수가 - 값이거나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의 진단검사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계수(.20)를 보이는 경우는 문항에서 제
외하였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대통합성 이해의 경우, 청소년･청년용의 설명량은 32.662%였고, 중･장년용
의 설명량은 28.277%였으며 노년용의 설명량은 34.107%였다. 청소년･청년용의 경우 문
항의 요인계수는 37번(사회이해) 문항이 .027로 가장 낮았고 그 외에 다른 문항은 모두
.30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 중･장년용에서도 37번(사회이해) 문항이 가장
낮았고(.002), 1번(경제이해) 문항의 계수도 .104로 낮았다. 그 외 문항은 모두 .30 이상
으로 안정적이었다(<표 Ⅴ-4> 참조). 노년용은 모든 문항에서 .30 이상으로 적절한 요인
계수를 보였다. 이해의 일부 문항이 낮은 요인계수를 보였으나 다른 유형의 검사에서는
안정적으로 나타나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표 Ⅴ-4>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요인분석 결과 : 이해
문항구성(문항번호)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

경제이해(Q1)

.303

.104

.375

가족이해(Q3)

.715

.709

.714

가족이해(Q4)

.655

.702

.717

경제이해(Q18)

.502

.390

.519

가족이해(Q22)

.683

.768

.569

가족이해(Q31)

.732

.481

.660

사회이해(Q37)

.027

.002

.441

제1요인 아이겐 값

32.662

28.277

34.107

두 번째, 세대통합성 공감의 경우, 청소년･청년용의 설명량은 34.958%이었고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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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30.900%, 노년용은 28.833%였다. 문항별 요인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청년용과
중･장년용은 공감의 모든 문항이 .40 이상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노년용에서는 36번
(사회공감) 문항에서 낮은 요인계수(.180)를 얻었다. 노년용의 26번(경제공감) 문항 역시
.295 정도로 약간 낮았다(<표 Ⅴ-5> 참조).
<표 Ⅴ-5>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요인분석 결과 : 공감
문항구성(문항번호)
경제공감(Q14R*)

청소년･청년
.629

중･장년
.643

노년
.638

경제공감(Q15R)
경제공감(Q26R)
경제공감(Q38R)

.702

.714

.750

.611
.741

.497
.642

.295
.481

사회공감(Q5R)

.551

.567

.670

사회공감(Q16R)
사회공감(Q32R)

.444
.519

.339
.473

.490
.458

사회공감(Q36R)

.547

.440

.180

가족공감(Q17R)
제1요인 아이겐 값

.516
34.958

.588
30.900

.612
28.833

* R : 역채점 문항임

세 번째, 세대통합성 소통의 경우, 청소년･청년용의 설명량은 52.274%이었고 중･장년
용의 설명량은 51.273%이었으며 노년용의 설명량은 48.915%였다. 문항별 요인계수를 살
펴보면, 청소년･청년용에서는 24번(정치소통) 문항의 요인계수가 .227로 약간 낮게 나타
났으며 나머지 소통 문항은 모두 .70 이상의 높은 계수를 얻었다. 중･장년과 노년용은 소
통의 모든 문항이 .40 이상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표 Ⅴ-6> 참조).
<표 Ⅴ-6>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요인분석 결과 : 소통
문항구성(문항번호)
정치소통(Q24R)

청소년･청년
.227

중･장년
.456

노년
.588

정치소통(Q25R)
정치소통(Q29R)
경제소통(Q30R)

.823

.798

.782

.822
.713

.826
.731

.655
.693

정치소통(Q34R)
사회소통(Q39R)
제1요인 아이겐 값

.793

.752

.763

.771
52.274

.668
51.213

.697
48.915

* R : 역채점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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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세대통합성 협력의 경우, 청소년･청년용의 설명량은 34.653%이었고 중･장년
용은 25.423%, 노년용은 25.020%였다. 문항별 요인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청년용에서
는 모든 문항의 요인계수가 .30 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 중･장년용에서는 9번(경제협력)
문항이 .22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협력 문항은 모두 .30 이상이었다. 노년용은
23번(가족 협력) 문항이 .151로 요인계수가 낮았고 나머지 협력 문항은 0.30 이상의 안정
적인 수치를 보였다(<표 Ⅴ-7> 참조).

<표 Ⅴ-7>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요인분석 결과 : 협력
문항구성(문항번호)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

경제협력(Q9R)

.345

.220

.499

가족협력(Q19R)

.561

.478

.586

가족협력(Q23R)

.476

.352

.151

경제협력(Q27R)

.516

.489

.222

정치협력(Q28R)

.595

.360

.682

사회협력(Q33R)

.739

.594

.656

사회협력(Q35R)

.736

.746

.563

정치협력(Q40R)

.635

.596

.354

제1요인 아이겐 값

34.653

25.423

25.020

* R : 역채점 문항임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사회조사나 여론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나
구성요소별로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족 등 상이한 영역별로 세대통합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겐 값이나 문항별 계수가 높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괄적인 의견조사 형식이 아니라 세대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
식, 태도, 선호와 행동의 경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과 활
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과 통합에 대한 구체적 상황
파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대통합성의 수준을 진단하는 실증적 수단으
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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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 타당도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민사회역량이나 사회
적 자본에 관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공인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활용한 검사는 아래
<표 Ⅴ-8>에 제시하였다.

<표 Ⅴ-8> 공인 타당도 분석 활용 검사
문항

출처

노인에 대한 지각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1 : 노인 및 노화
및 경험
출처 : 김상욱 외(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학교활동 참여

출처 : 박정배 외(201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Ⅲ) : 2013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세계시민의식 조사(WVS) : 삶의 만족도 및 행복 관련 변수, 민주의식 관련 변수

사회적 자본

출처: 김태준 외(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가) 노인차별 심각성 지각 및 노인과의 긍정/부정 경험과의 관련성
청소년･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노인차별에 대한 심각성,
노인과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청년과
중･장년 모두 노인차별의 심각성 지각과 세대통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 역시 세대통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노인과의 부정적
경험은 중･장년에게만 세대통합성과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청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표 Ⅴ-9> 참조).
<표 Ⅴ-9> 노인에 대한 지각 및 경험과 세대통합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세대통합성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인차별 심각성 지각

.298***

.227***

노인과의 긍정 경험

.433***

.519***

노인과의 부정 경험

.077

-.137*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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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활동과 세대통합성 간의 관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학교활동 참여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방과후 활동이나 학급토론, 임원활동 등 학교활
동과 세대통합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r=.289, p<.001).

다) 사회적 자본과 세대통합성 간의 관련성
청소년･청년, 중･장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토론, 신뢰, 성평등
의식, 애국심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청소년･청년(r=.234,
p<.001)과 중･장년(r=.126, p<.05)에서는 세대통합성이 사회적 자본과 유의한 정적 관련
이 있었으나, 노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r=.003, n.s)(<표 Ⅴ-10>
참조).

<표 Ⅴ-10> 사회적 자본과 세대통합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
세대통합성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

.234***

.126*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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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성 개념의 공인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적 자본이나 시민성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대상이나 영역에서는 다소 미약한 통계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제이기 보다는 공인 타당도 측정을 위해 활용한 설문조
사 문항의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검사에 비해 신뢰도나 타당도 수준이 낮
은 점과도 관련성이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예비조사로써 집단별로 200~300여명의 적
은 대상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힘(statistical power)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내년도 본 조사에서 충분히 많은 수의 대상자를 확보할 경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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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집단 차이 분석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집단 차이 분석을 위해 전체 점수와 하위 요소별 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첫째, 세대통합성의 순방향에 해당하는 문항은 그대로, 세대통합성의
역방향 문항(역문항)은 1을 5로, 2를 4로, 3을 3으로, 4를 2로, 5를 1로 역채점 한다. 둘
째, 요소별로 문항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다. 셋째, 평균값에
25를 곱하고 다시 25를 빼서 최저 0점부터 최고 100점이 되도록 환산한다. 넷째, 세대통
합성 전체 점수는 동일한 방식으로 30문항 전체의 평균값을 구한 후, 25를 곱하고 25를
빼서 최저 0점부터 최고 100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환산하였다.

가. 연령 차이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연령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중･장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는 연령별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발견하였다(F=5.264,
p<.01). 쉐페(Scheffe)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장년의 세대통합성 수준(M=57.992,
SD=6.738)이 청소년･청년의 세대통합성 수준(M=56.194, SD=8.25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이해 영역도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116.493, p<.001). 노
년의 이해 수준(M=31.661, SD=13.229)은 청소년･청년(M=43.039, SD=13.677)이나 중･
장년(M=46.815, SD=13.019)의 이해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감 영역도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11.895, p<.001). 이해와
달리, 노년의 공감 수준(M=72.499, SD=11.557)은 청소년･청년(M=67.706, SD=12.394)
이나 중･장년(M=68.426, SD=10.208)의 공감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넷째, 소통 영역도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66.802, p<.001). 청
소년･청년의 소통 수준(M=37.930, SD=15.159)은 중･장년(M=48.479, SD=12.938)이나
노년(M=51.057, SD=15.507)의 소통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다섯째, 협력 영역도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4.214, p<.05). 중･
장년의 협력 수준(M=63.260, SD=9.684)은 청소년･청년의 협력 수준(M=65.607,
SD=12.950)보다 유의하게 낮았다(<표 Ⅴ-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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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연령 차이 분석
M(SD)

구분

전체

청소년a

중･장년b

노년c

사후검증

세대통합성

56.866
(7.538)

56.174
(8.253)

57.992
(6.738)

56.331
(7.227)

5.264**
a<b

이해

43.039
(13.677)

46.815
(13.019)

46.357
(10.101)

31.661
(13.229)

116.493***
c<a,b

공감

69.105
(11.603)

67.706
(12.394)

68.426
(10.208)

72.499
(11.557)

11.895***
a,b<c

소통

44.814
(15.588)

37.930
(15.159)

48.479
(12.938)

51.057
(15.507)

66.802***
a<b,c

협력

64.824
(11.701)

65.607
(12.950)

63.260
(9.684)

65.827
(12.022)

4.214
b<a

* p<.05, ** p<.01, *** p<.001
주 : a는 청소년, b는 중․장년, c는 노년임. 위 표에서 a<b는 청소년의 결과가 중․장년의 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의미

나. 성별 차이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중･장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t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표 Ⅴ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 공감과 협력 영역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없었다. 성차가 발견된 영역은 이해와 소통이었다. 여성(M=44.294,
SD=12.748)이 남성(M=41.739, SD=14.478)보다 더 이해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2.722, p<.01), 남성(M=47.524, SD=16.310)은 여성(M=42.198, SD=14.399)보다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030, p<.001)(<표 Ⅴ-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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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성별 차이 분석
M(SD)

구분

남성(n=414)

여성(n=429)

t

세대통합성

57.339
(7.402)

56.410
(7.647)

1.791

이해

41.739
(14.478)

44.294
(12.748)

-2.722**

공감

69.357
(11.557)

68.862
(11.657)

0.620

소통

47.524
(16.310)

42.198
(14.399)

5.030***

협력

65.210
(11.907)

64.452
(11.500)

0.904

** p<.01 *** p<.001

다. 교육수준 차이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교육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중･장년과 노년을 각
각 분리하여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청년용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 이해, 공감과 소통 영역 점수에서는 유의한 학교급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협력 영역에서는 고등학생(M=68.503, SD=11.523)이 대학생
(M=63.625, SD=11.064)보다 협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520, p<.05)(<표 Ⅴ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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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학교급 차이 분석 : 청소년･청년용
M(SD)

구분

전체

중학생a
(n=128)

고등학생b
(n=114)

대학생c
(n=100)

사후검증

세대통합성

56.194
(8.253)

55.957
(9.571)

57.222
(7.474)

55.325
(7.161)

1.496

이해

46.815
(13.019)

46.122
(14.797)

47.306
(12.710)

47.143
(10.840)

0.293

공감

67.706
(12.394)

67.687
(14.073)

68.714
(12.706)

66.583
(9.397)

0.786

소통

37.930
(15.159)

38.599
(17.444)

37.034
(13.480)

38.094
(13.867)

0.720

협력

65.607
(12.950)

64.575
(15.001)

68.503
(11.523)

63.625
(11.064)

4.520*
c<b

* p<.05
주 : a는 중학생, b는 고등학생, c는 대학생임. 위 표에서 c<b는 대학생의 결과가 고등학생의 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의미.

둘째, 중･장년용에서는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교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F=3.480, p<.05), 쉐페 사후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해, 공감과 소통 영역
점수에서도 교육수준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협력에서 유의한 교육수준 차이가 나타
났다(F=5.117, p<.01). 대학원 이상 교육수준을 보이는 성인(M=67.391, SD=11.461)은
대학을 졸업한 성인(M=62.442, SD=9.306)에 비해 협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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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교육수준 차이 분석 : 중･장년용
M(SD)

구분

전체

고졸이하a
(n=39)

대졸b
(n=215)

대학원이상c
(n=46)

사후검증

세대통합성

57.992
(6.738)

56.923
(6.100)

57.690
(6.475)

60.308
(8.001)

3.480*

이해

46.357
(10.101)

43.956
(9.525)

46.910
(10.022)

45.808
(10.814)

1.497

공감

68.426
(10.208)

69.729
(8.802)

67.842
(10.353)

70.048
(10.556)

1.252

소통

48.479
(12.938)

46.715
(9.617)

47.980
(13.229)

52.310
(13.525)

2.566

협력

63.260
(9.684)

62.901
(8.366)

62.442
(9.306)

67.391
(11.461)

5.117**
b<c

* p<.05, ** p<.01 *** p<.001
주 : a는 고졸이하, b는 대졸, c는 대학원이상임. 위 표에서 b<c는 대졸의 결과가 대학원이상의 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하지 않다는 의미.

셋째, 노년용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7명밖에 안되어
이들을 대학교 졸업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수준 차이 분석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
상 노인의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 간의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
졸 이하 노인에 비해 대졸 이상의 노인이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t=-2.864, p<.01), 소통
(t=-3.070, p<.01)과 협력(t=-2.103, p<.01)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이해와 공
감에서는 유의한 교육수준 차이가 없었다(<표 Ⅴ-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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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영역별 점수의 교육수준 차이 분석 : 노년용
M(SD)

구분

고졸이하
(n=161)

대졸이상
(n=40)

t

세대통합성

55.616
(7.224)

59.208
(6.567)

-2.864**

이해

32.160
(13.262)

29.653
(13.065)

1.073

공감

71.981
(11.860)

74.583
(10.115)

-1.277

소통

49.418
(15.338)

57.656
(14.571)

-3.070**

협력

64.946
(12.112)

69.375
(11.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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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성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세대통합성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전
반적으로는 중･장년층의 세대통합성 수준이 약간 높으나, 영역별로 볼 때는 이해의 경우
노년층보다 청소년･청년과 중･장년 집단이 다른 세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공감과 소통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노년세대는 청소년･청년이나 중･장년
에 대한 공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대와 더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세대가 경륜과 경험을 통해, 자식들 세대에 대해 감
정적으로는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행동적 차원에서도 더 많이 대화를 나누어야 한
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세대통합성 수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이성적으로는 다양한 세대와의 조화나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나, 남성
에 비해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생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통과 같은 구
체적인 세대 간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다른 세대와의 통합
에 대한 필요성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고학력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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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의 소통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에 청소년･청년이나 중･장년 고학력자는 다른 세대
(노인세대)를 돕거나 함께 활동하는 구체적인 행동, 협력(도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어서 세대별 세대통합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3.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추진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을 위해 1차 년도 연구결과, 국내외 유관 사회조사 분
석결과, 언론 등 대중매체 보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영역 등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념모형을 구성하였다.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
해 세대통합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영역별 쟁점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측정모형에서는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영역별 쟁점
과 구성요소에 따라 문항 개발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 틀에 기초하여 1차적으로 60개의 예
비문항을 개발한 후 심층적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51개의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51개의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문항의 문항별 타
당성과 문항-영역별 구성요소 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50문항을 선정한 후 다시 연령별로 40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절성
을 검토하기 위한 문항검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검토 예비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총 40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 예비조사를 통해 금년도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최종문항으로
써 총 30문항을 선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내년도에 보다 심층적인 수정･보완과정을 거
쳐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2015년도 본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
진단검사 예비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들은 세대통합성이라기 보다 ‘세대 간 차이’에 대
한 질문으로 표현된 일부 문항에 대해 질문의 의도를 혼돈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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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은 최종문항에서 제외하였다.

• 제외문항
- 나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 등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몇몇 문항은 자신이 속한 연령집단에 대해 응답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부정적인 결과
값에 응답하는 경우 원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대통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
성이 있어 최종문항에서 제외하였다.

• 제외문항
-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문항의 경우 도덕성,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여 응답자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어 최종문항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 및 응답자의 반복적 의견이 있어 제
외하였다.

• 제외문항
-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나.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 반영한 문항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이 문항 개발 및 다단계에 걸친 타당화 절차를 통해 총 30문항의 금년도
세대통합 진단검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2015년 본 조사 시 수정･보완 절차
를 걸쳐 활용할 예정이다. 영역별로 정치 6문항, 경제 8문항, 사회･문화 9문항, 가족 7문
항이며 구성요소별로는 이해 6문항, 공감 9문항, 소통 7문항, 협력 8문항이다. 세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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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진단검사의 영역-구성요소별 문항 구성의 결과를 <표 Ⅴ-16>에 제시하였다.

<표 Ⅴ-16>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영역과 구성요소별 문항 구성
(단위 : 문항수)

구분

이해

공감

소통

협력

계

정치

(해당문항 없음)

(해당문항 없음)

4

2

6

경제

1

4

1

2

8

사회･문화

1

4

2

2

9

가족

4

1

(해당문항 없음)

2

7

계

6

9

7

8

30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문항은 청소년･청년용은
<표 Ⅴ-17>, 중･장년용은 <표 Ⅴ-18>, 노년용은 <표 Ⅴ-19>에 제시하였다.

<표 Ⅴ-17>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항 : 청소년･청년용
번호

문항

1.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2.

내가 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이 답답하다.

3.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4.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6.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마음에 공감한다.

8.

부모님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9.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친척들의 경조사(결혼식, 회갑, 돌잔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

11.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2.

나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

13.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곤 한다.

14.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야기 듣고 싶다.

15.

노인들과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16.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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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7.

나는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18.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19.

나는 노인들과 정치 또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20.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21.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22.

나이 많은 분(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23.

나는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24.

나는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 등)를 통해 노인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25.

나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26.

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27.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9.

나는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 등)에서 노인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30.

사회적 약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한 집단행동(서명, 촛불집회 등)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

<표 Ⅴ-18>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항 : 중･장년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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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나는 자식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2.

자식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3.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4.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6.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마음에 공감한다.

8.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9.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친척들의 경조사(결혼식, 회갑, 돌잔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

11.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2.

자식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13.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식에게 배우곤 한다.

14.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젊은 세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15.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16.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17.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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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8.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19.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 또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20.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21.

우리 자식들은 부모/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22.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23.

나는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24.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
누곤 한다.

25.

나는 불우한 학생들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26.

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27.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9.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젊은 세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30.

사회적 약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한 집단행동(서명, 촛불집회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표 Ⅴ-19>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항 : 노년용
번호
1.

문항
나는 우리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2.

자식이나 손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3.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4.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6.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의 마음에 공감한다.

8.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9.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친척들의 경조사(결혼식, 회갑, 돌잔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

11.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2.

자식/손주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13.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식이나 손주에게 배우곤 한다.

14.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젊은 세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15.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16.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17.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18.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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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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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9.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 또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20.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21.

우리 손주들은 부모/조부모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22.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23.

나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24.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
누곤 한다.

25.

나는 불우한 학생이나 청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26.

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27.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9.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젊은 세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30.

사회적 약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한 집단행동(서명, 촛불집회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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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및 종합 논의
과거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은 주로 사회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 성향이
나 이념 간의 갈등이 핵심적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사회로
의 전이와 더불어 급속하게 진전된 고령화, 청년실업과 맞물린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 등
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세대갈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커다란 조명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세대갈등 문제가 세대 간의
인식이나 가치관, 태도 등의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반면 현재의 세대 간 갈등은 사회
적으로 희소한 자원과 한정된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대갈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 사회는 아직까지 세대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과 방안이 미흡하며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어느 정도의 세대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야기
되는 세대갈등은 어느 사회든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우리 사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세대갈등이나 세대차이의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은 2013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1위에
해당할 정도로 급속히 전개되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국민연금의 폭발적 지출 증가, 부동산 거품과 국가부채
의 증가 등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은 세대 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이되면서 아날로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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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디지털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언어, 의식, 행동의 격차 및 소통 부재로 인해 심각한 세대
간 정보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
면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의 심화는 사회적 자본인 공적 신뢰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
고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세대공감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다양한 세대가 공동체 연대
의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계속과제로써 전체 연구의 일관성과 논리적 연계성을 유지하
면서‘교육체제’와 ‘정보체제’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각각의 체제가 가지는 장점과 특성
을 최대화 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을 위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
려는 궁극적 연구목적을 추구한다.
금년도는 2차 년도 연구로써 세대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교육
체제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 미래환경과 전망 분석, 세대통합과 관련한 미래전망 및 이슈
의 분석과 발굴,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파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결과 분석,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체제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의 도출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세대통합과 교육체제에 있어서 미래환경과 전망, 이슈 분석 그리고 세대통합과 정보
체제에 있어서 미래환경과 전망, 이슈 분석 마지막으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및
예비조사 결과 분석의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세대통합과 교육체제 : 미래환경과 전망 및 이슈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2차 년도 연구내용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미래환경을 조망해 보고 그 다음으로 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미래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한 교육분야 미래를 전망한 다음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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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격적으로 세대통합 미래전망을 탐색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변화 추이와 미래
환경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이
행이 주요 변화로 도출되었고, 사회구조 측면에서는 양극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노동시
장 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변화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주의 심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관이 약화되고 개인의 삶을 중시
하는 선택이 강조되면서 노부모 부양의 의무, 결혼 및 자녀 출산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 감소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갖는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현실이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미래환경 변화로 거론되었다. 아울러 ICT 및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 디지털
컨버전스의 본격화, 네트워크 강화, 세계화 역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주요 변화로 파악
되었다. 특히 ICT의 발달은 세대 간 기술 습득 및 적응의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세대 간
생활방식에 차이를 초래하여 세대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예측되는 변화는 교육부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분야 미래환경 분석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학생
증가 및 계층 간 격차 확대로 인한 학생 집단의 분화와 집단 간 이질화, 교육수요 다양화
등이 주요 변화로 도출되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IT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세대통합교육에서도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형태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ICT의 발달이 세대 간 생활양식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세대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
지만, 동시에 IT를 활용한 세대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
였다. 아울러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제교류가 증대되어
교육의 세계화와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금
까지처럼 인지적 학습능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인성･사회성을 포괄하는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사회 미래환경 분석 및 교육분야 미래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망되었다. 우선 머지않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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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갈등이 주요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
고,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연령 집단의 범위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참여 대상이 다양
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미래의 세대통합교육은 고령자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세대통합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이 증대될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교육분야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
관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
을 가정으로 삼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가족단위로 구성하는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도입 논
의도 이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술한 교육분야 세대통합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분야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큰 세대통합 관련 이슈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우선 그간 세대통합에 관한 정
부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바, 세대통합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접
근성 확대의 문제도 이슈로 도출되었다. 세대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구
성원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도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 주요 이슈로 분석되었다. 세대통합교육이 실시될 때 세대 간에 불평등한 지위가 아닌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대 간 역학 관계의 균형 유지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하며, 세대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의 확보도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또한 세대통합교육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실천형･체험형 운영의 활
성화, 세대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 양성, 국가교육과정에 세대통합교육 관
련 내용의 반영 등도 교육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미래전망에 대한 국제동향 검토를 위해, 주요국 및 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교육부문에서 세대통합만
을 주제로 삼아 본격적인 활동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
타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와 협력, 상호작용,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연령대의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세대통합성이 함양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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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통합과 정보체제 : 미래환경과 전망 및 이슈 분석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미래환경을 분석하고, 세대통합과 관련한 미래전망과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의 ICT는 모바일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스마트 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변
화해가고 있으며, 패러다임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기
술의 융합에 기반한 디지털 기기-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의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서 디
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성을
벗어나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콘
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기술적 특징의 여러 요인은 세대통합의 촉진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대통합을 방해
하는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같은 장애요인으로 인해 그 기술적 특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세대통합의 촉진요인으로써 정보통신 환경에서 세대통합성과 기술적 특징
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세대통합의 장벽이 되는 장애요인을 디지털 세대통합과 관련한
이슈의 분석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여 디지털 세대통합의 촉진요
인으로 ICT와의 관계성을 검토하고, 장애요인으로 디지털 세대통합의 이슈를 점검해 보
았다.
촉진요인으로서 첫 번째 특징은 협력의 웹 아키텍처 시스템과 세대통합성과의 관계이다.
디지털 컨버전스가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성, 연결성, 참여성이 강화
되어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콘텐
츠를 생산하고, 제작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웹 구조로는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일 수 있으며, 이 웹 구조에서는
네트워크화 된 연결성이 창조적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성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대통합성 관점에서 볼 때, 장･노
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해오던 이 시스템에 장･
노년층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장･노년층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콘텐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협력적 웹 아키텍처 시스템이 여러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통합을 구현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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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촉진요인으로서 두 번째 특징은 소셜러닝과 세대통합성과의 관계이다. 소셜러닝은 느
슨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며 전통적인 의미의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식과 정보의 내용에 따라 참여자 서로가 그 역할
이 교환되어 학습하는 모델이다. 세대통합성 관점에서 볼 때, 교육 콘텐츠를 매개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공간화 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에서 장･노년층은 삶의 경륜에서 얻은 생활의 경험과 지
혜를 젊은 층에게 전수할 수 있고, 젊은 층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방식과 활용법을 장･노
년층에게 알려줌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한편 ICT의 발달로 세대통합성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세대차이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세대통합성의 장벽이 되는
첫 번째 장애요인은 디지털 미디어의 비이용과 이용능력 격차에 따른 세대갈등 요인이다.
장･노년층은 스마트 미디어 비이용에서 비용이 없어서(31%)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기기에 대한 이용능력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59%)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디지털 세대격차는 기술에 대한 격차를 넘어
세대차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장･노년층의 스마트 미
디어 비이용의 문제는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용공간과 방식의 차이가 세대 간의 이해
와 공감을 저해하는 배경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젊은 층은 디지털 기기의 이용방식과 활용의 다양성을 빠르게 습득하여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장･노년층은 이 기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범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이용능력과 활용의 격차 또한 세대 간의 커뮤케이션 소통을 단절하는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장애요인으로서 두 번째는 디지털 세대통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재이다. 정부는 1
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01~05),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06~10)을 시행하여 정
보소외 계층인 장애인･농어민･고령자･저소득층의 격차해소에 주력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장･노년층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경우 정보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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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어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 정책에서
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 세대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집중하여 진행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장･
노년세대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과 이용능력을 강화하려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이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편적인 디지털 세대통합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
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고려할 때,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써의 디지털 세대통합 정책은 생애주기에 맞춰지는 맞춤형 정보화 교
육으로 변화를 꾀해야 하며, 한 세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협력하는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면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장애요인으로서 세 번째는 디지털 세대특성으로 인한 미디어 관여도, 가치관, 시민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디지털 세대가 아날
로그 세대와 구분되면서 이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와 미디어 관여도, 삶의 태도, 가치관,
생활과 행동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가치관에 있어 두 세대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보다 개
인주의적 성향과 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물가와 고용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거시적 경제 이슈나 경제적 빈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보다 공동체를 지향하고
비제도적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에서 디지털
세대는 투표나 정당활동 등의 제도적인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이나 개인적 목적에 부합하
는 소비자주의, 지역 자원봉사, 인권, 환경 등의 초국가적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능
력과 이용방식의 격차가 커지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 균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세대통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분야와 세대통합성의 관계는 촉진요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요인의 장벽으로
인해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이 사회 이슈화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
의 사용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등의 삶의 기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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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세대격차의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청(소)년 세
대와 이용능력과 활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므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되면서 고령세대의 삶의 질과 생활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있어 디지털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국가들은 디지털 통합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
축해서 지역사회,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디지
털 통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디지털 미디어가 매개하는 고용창출과 건강한 노
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젊은 층-노년층의 세대 간에 함
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젊은 자원봉사자가 노년층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능력과 활
용을 증진시키는 교수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개발 및 예비조사 결과 분석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의 하나로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과 행동의 수준인 세대통합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세대통합성을 진
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로써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특정한 능력이나 성취도 등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이해, 인식, 태도, 경향성 등을 확인하고 진
단하는 사회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의 세대통합성 수준을 평가하
기 위하여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개발하고 여러 단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친 후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자신이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세대
간 통합 또는 갈등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1차 년도 연구결과를 비롯한 선행연구와 문헌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대통합성의 개념,
영역, 구성요소에 관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념모형을 구안하였으며, 1차 전문가 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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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를 통해 개념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세대통합성은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는 인식 차원과 소통과 협력을 나타내는
행동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식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써 인지적 차원의 세대이
해, 정서적 차원의 세대공감, 그리고 행동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써 언어적 차원의 세대
소통, 행동적 차원의 세대협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문항 개발을 위하여 관련 문헌분석 내용과 언론 보도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대통합성이 잘 드러나는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으
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핵심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영역별 핵심 쟁점은 이해와 공감, 소
통과 협력의 요소별로 구분하였고 영역별 핵심 쟁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해 선정된 영역별 핵심 쟁점을
토대로, 영역별 쟁점과 구성요소를 양축으로 하는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측정모형을 구
성하고 이에 의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영역별로 선정된 핵심 쟁점에 대해 총 60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한 후 세대통합성 예
비문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델
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50개의 예비문항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세대통합
성 진단검사의 ‘문항검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검토 예비조사는 청소년･청년, 중･
장년, 노년을 대표하기 위해 8개 그룹(중/고/대/30대/40대/50대/60대/70대)별로 각 5명
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적절성과 반응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총 40문항의 예비조사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청년용, 30대･40대･50대로 구성된 중･장년용, 60대･70대 이상의 노년용 검사지
를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밟은 후 실시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진단검사 예비조사’는 검사 실
시 상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에 대한 사전 진단,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는 청소년･청년용/
중･장년용/노년용의 3가지 진단검사지를 각 연령집단별로 표집한 응답자 총 84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최종문항으로 30문항을 선
정하였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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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및 공인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성 그리고 교육수준별 집단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청년용, 중･장년용, 노년용 검사의 신
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α)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 (α)
값은 노년용 0.620부터 청소년･청년용 0.777까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
다. 한편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청년용, 중･장년용, 노년용의 구인 타당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대통합성 영역별로 대부분의 문항에 있
어 안정적이고 적절한 요인계수를 보였다. 또한 기존의 시민사회역량이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다른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청소
년･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노인차별에 대한 심각성, 노인과
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청년과 중･장년 모두 노인
차별의 심각성 지각과 세대통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노인과의 긍정적
경험 역시 세대통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학교활동 참여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과 후
활동이나 학급토론, 임원활동 등 학교활동과 세대통합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
타났다.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정치토론, 신뢰, 성평등 의식, 애국심 등으로 구성된 사
회적 자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청년과 중･장
년에서 세대통합성과 사회적 자본 간에 유의한 정적 관련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령, 성, 교육수준별로 집단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령 차이에 있어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는 유의한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으며(F=5.264, p<.01), 쉐페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히 중･장년의 세대통
합성 수준(M=57.992, SD=6.738)이 청소년･청년의 세대통합성 수준(M=56.194,
SD=8.25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중･장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의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세대통합성 전체 점수, 공감과 협력영역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없었고 성차가 발견된 하위영역은 이해와 소통이었다.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의 교
육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중･장년과 노년을 각각 구분하여 세대통합
성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별로 세대통합성 전
체 점수나 영역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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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진단검사 예비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들은 세대통합성이라기 보다 ‘세대 간 차이’에 대
한 질문으로 표현된 일부 문항에 대해 질문의 의도를 혼돈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은 최종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은 자신이 속한 연령집
단에 대해 자신이 응답하게 되어 있어 원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최종문항에서 제외하였고, 일부 문항의 경우 도덕성,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여 응
답자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최종문항에서 제외한
결과, 금년도 최종문항으로 총 3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세대통합성 예비조사는 약 800여명 정도의 적은 규모
의 표본조사였고, 광범위한 세대통합성 개념을 대상으로 이해, 공감, 소통과 협력이라는
다소 차별적인 구성요소를 설정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이라는 광범위한 영
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도나 구인 타당도 및 공인 타당도 수치가 충분히 높
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나 조사가 세대통합에 관하여 집단 차원의 의견조
사 형식을 취하였다면, 본 연구는 세대통합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가치와 태도,
선호와 행동 경향성 등 개인 차원의 특성에 가까운 구인으로 설정하여 진단검사를 개발한
최초의 시도였고, 이에 심리검사에 준하는 절차와 방식을 적용하여 최대한 타당성과 적절
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수행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내년도 본 조사에서는 일
부 문항에 대해 좀 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보다 대규모의 본 조사를 통해 신뢰
도와 타당도, 집단 차이 분석 등 보다 정교한 세대통합성 분석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한
다. 일부 제한점과 개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발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 국민의 세
대통합성 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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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가. 교육분야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먼저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통합성 증진을 위한 교육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
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에서 세대통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거의 기울여지지 못
했고, 그에 따라 관련 정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세대통합을 위해 교육분야에
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 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단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확대되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천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마저 제한되어 있다면,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수가 제한되어 있고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
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청소년세대, 중간세대, 노인세대 등 수요자들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교육분야에서 추진될 세대통합정책은 고령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
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대체로 고령자와 어린 세대를 주된 참여 대상으로 삼아 어린
세대가 일방적으로 고령세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돕는 데 국한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
로 인해 노년층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보다는 어린 세대로부터 이해
와 배려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령자에 대
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 보다는 고
령세대가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세대가 지닌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면 노년
세대의 참여 동기가 보다 제고되고 프로그램의 효과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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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과, 노인과의 긍정
적 경험이 젊은 세대의 세대통합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세대통합교육 또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세대가 지닌 연륜과 경험, 전
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에게 노년세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세대통합성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대통합교육의 참여 대상을 다양화함으로써, 전(全) 세대, 전(全) 구성원들이 함
께 만들어가는 사회풍토로써의 세대통합 및 공감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교육은 그 대상을 어린 세대와 노년층으로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세대 간에 교
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세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간세대는
1세대와 3세대 사이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지식과 정보, 정서의 교류 과정에서
효과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한 해외사례에서도 중간세
대가 어린 세대와 노년층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향후 세대통합교육은 중간세대를 포함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
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기술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분야 세대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에 세대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나와 타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교육하고,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또
한 세대통합교육처럼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행사
의 성격을 지양하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처럼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일천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미비한 상황
에서는 진학 준비와 진로 준비에 바쁜 청소년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세대통합 프로그
램에 장기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용한 범위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통합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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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결
과에 따르면, ‘세대통합성’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공감영역의 경우, 여타 세대에 비
해 청소년층의 공감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통영역 또한 중･장년이나 노년보
다 청소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이해영역은 청소년이나 중･장년에 비해 노
년층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보다는 세대별로 취약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노년층의 경우, 세대통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 세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주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감이나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세대통합교육
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세대통합
에 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사의 태도와 인식은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대통합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와 이해 수준은 세대통합교육의 효과
를 좌우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비롯해
신임교원 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재교육과정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홍영란 외, 2013a).
넷째, 다양한 세대와 공감, 소통, 협력, 이해를 통해 세대통합성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세대통합교육은 강의식･전달식 프로그램보다는 실천형･체험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
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김현철 외
(2012)에 따르면,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 주도로 운영될 때 체험활동의 효과가 보다 제
고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세대통합교육을 전담할 전문 인력이나 수업시수 등을 확
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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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
우, 일부 노인단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 간 대화 모임,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1:1 매칭, 자서전 대필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지역사
회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세대통합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돕
는 것이 효과적인 추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보분야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정보분야 세대통합의 미래전망 및 이슈와 관련하여 볼 때,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민성의 계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디
지털 세대통합교육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 공간에서 올
바른 자질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공공
적 사안이나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참여적 행동과 의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갈등조정 능
력, 이견 수용 능력 등의 다차원적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이러한 능력은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을 나타내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의 쟁점 이슈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세대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통합과 세대통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디
지털 통합은 디지털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 따라서 디지털 배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
소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하여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균형을 촉진하
는데 기여하는 것이 디지털 통합의 목표이다. 세대통합성과 디지털 통합과의 관계를 보면
세대통합성은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의 해소라는 점에서, 디지털 통합은 시민들의 정보격
차의 해소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불균형의 해소를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의 일부
로서 세대통합성과 디지털 통합의 연계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와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배
제와 소외를 없애려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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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대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디지털 세
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영국의 ‘디지털 영국’은 디지털 통합 정책으로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학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디지털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 층이 교사가 되어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함으로써 노년층의 ICT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세대 간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를 발전시켜, 노
인층에 집중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세대가 함께하는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으
로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1~3세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참여를 도모하고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대별로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세대 간에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기술한 정책 추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정보분야 세대통합정책 추진을 위
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디지털 시민성 계발로 세대 간 디지털 리
터러시 증진과 세대 간 이해와 협력과 함께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세대 간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문제부터 디
지털 미디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의 부재와 다양한 활용을 못하는 문제로 확대되
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나 경제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세대차이가 벌어지고 이는 다시 세대 간의 소통을 단
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세대 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격차가 세대 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의
사소통능력, 갈등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구성요인들을 배양시키는 디지털 시민성
지향의 교육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세대통합성
이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례관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후 관리와 후속 교육 프로그램 발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의 우수사례를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여 보급하고 홍보함으로써 타 기관이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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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은 민･관 컨소시엄이나 위원회의 관할 하에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세대별로 구분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여러 세대
가 함께 모여 교육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나 주민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세대 간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학습방법으로 소셜미디어 기반의 소셜러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셜러닝은 불특정한 다수가 학습에 참여하여 학습자 간 수평적 학
습방식을 추구하는 협력시스템으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협업과 네트워크의 역할이
강조되는 학습방법이다. 소셜러닝은 타인과의 협업이 강조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경
계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육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공동의 학습욕구를 지닌 참여자들 간에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촉
진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스마트 정보사회에 있어서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디지털
세대통합교육에 적절한 신개념 학습모델로써 그 유용성이 부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대통합성 진단검사에서 다루고 있는 세대갈등의 범위 내
지 영역의 문제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른 차원의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세대갈등이란 세대 간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관념적 갈등 뿐
만 아니라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을 포괄하는 개념(Riley, 1985; 박재흥, 2010에서 재인
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개
방적 태도를 육성하여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체제 및 정보체제의 개선 전략
을 모색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대통합성 진
단검사는 세대갈등 현상에 대한 이해와 태도, 경향성 등을 진단하고 검증하는 사회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세대통합성 개념은 정치적 차원의 권력 갈등과 경
제적 차원의 배분적 갈등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전 사회적인 구성개념이라기보다는 주로
이해와 공감, 소통과 협력 등 관념적 차원의 인식과 행동 영역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권력 갈등과 배분적 갈등의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진단할
수 있는 세대갈등과 통합 관련 연구의 추가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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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for a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Ⅱ)
: Future prospects and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Hong, Young-Ran
Kim, Tae-Jun
Park, Jong-Hyo
Lee, Hyun-Joo
Hwang, Yeo-Jung

▣ Nee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The important issues of social conflict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ere
mainly the conflict between class and hierarchy, the conflict between regions, the
conflict of political inclinations and ideologies. Since the advent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rapid progression of aging,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and baby boomers emerged as a national issue, particularly after
1990s, the problem of generational conflict has come to the fore. In addition, the
current problems of generational conflicts has been changed to the conflict of
interest derived from rare social resource, limited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opportunities, while the past problems of generational conflicts had focused on
differences in values, recognitions and attitudes. Despite the magnitude of such
generational conflict issues, lack of social consensus and system to deal with the
rapidly changing phenomenon of aging, our society is on the lower level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mpathy and understanding between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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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sufficient measures and scheme which can mitigate the generational
conflicts.
Many of the problems that are deeply intertwined between the interests of old
and new generation such as economic impact by the massive retirement of baby
boomers, increase of explosive spending of national pension, the real estate
bubble, record-high national debt are likely to be able to function as the primary
cause of this conflict. Finally, the deepening of conflict between the social
confrontation and generational conflict can lead us to the collapse of public
confidence as social capital.
As the Korean society is in rapid transition from the industrial society to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gap of language, consciousness and behavior
between the analog generation and digital generation induc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generations for communication. Meanwhile, given the fact that Korea is
the country with the most rapidly aging in 34 OECD countries in 2013 reference,
it is very likely that th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issued from these two
phenomena will be deployed in a very serious aspect. Thus we must mitigate the
conflict between the generations which reveal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also
must share the spirit of community to cooperate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through the cultivation of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capacity and the ability
of mutual understanding as a therapeutic meaning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order to mitigate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as above, the systematic
policy alternatives targeting the younger as well as the older people should be
sought.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eek so called whole intergenerational
measures for the future generation. That means that, taking into account their
life cycle in the time series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in terms of
coexistence between groups in the section, it must be prepared on how to handle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from the viewpoint and criteria of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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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and time. However, as the method of strategy to mitigate and resolve
the conflict is still insufficient in every sector of the community and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ympathy and understanding between generations
is very low,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terest in realistic and systematic
alternative sought,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more precise situation of
generation conflict.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proposed policy and lead the
improvem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the prospect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through future prospect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alysis
of issues, d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that can be used to diagnose the level
of awareness generation integration―as part of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relaxation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The ultimate goal of this three-year research is, by maintaining a consistent
and logical coordination of the entire study and maximizing the properties and
benefits of each system through the two passages large called “Education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to formulate improved strategies and to derive the
policy proposals for the purpose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f our
society.
In the first year 2013, in order to build a basic and systematic foundation of
research over three years, we performed theoretical review on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debate, diagnosis of concepts and realitie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diagnosis of concepts and realities of elimination of the
gap between intergenerati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integration,
analysis of policy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f information field,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best examples related
to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alysis of opinion survey results related to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utcome of propulsive direction and political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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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cond year 2014, we proposed the propulsive direction of policy and
political issues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future
prospects, analysis and excav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development of diagnostic tests to understand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mplementation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results.

▣ The 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o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We performed the future environmental analysi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based on the macro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
of Korean society in general.

o Future prospects and analysis of the issues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We consider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future prospect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and derived the key issues.
In addition, we have drawn th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trends of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future prospect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iagnostic test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diagnostic test of integrity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ests for understating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first year study results, we collected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ocial research and press release as primary sourc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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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we verified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preliminary questions
by carrying the two Delphi surveys as procedure of validity of the diagnostic test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With further work through modifications and
two preliminary investigations such as preliminary investigations of and of
diagnostic tests, we developed and selected questions. So we could achieve more
detailed and profound validation procedure of validation.

o Statistical analysi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ults of diagnostic test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Using the preliminary question about the diagnostic test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we conducte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ncerning of adolescent,
youth, elder and old in Seoul, and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diagnostic test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analyzed the area of
diagnostic test and the components of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based on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 Outcome of propulsive direction of policy and political issues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 of Korean society, we analyzed
the future environ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future prospects
and issues regarding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en, depending on
the contents, we established a propulsiv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derive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asks.
To validate these contents, we made the best use of analysis of documents
related to these studies,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collection and analysis of media data, expert Delphi survey, professional council,
preliminary investigation, research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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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ulsive direction of policy and policy issues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 Propulsive direction of policy
Fir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master plan of the education policy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government dimension. Although likely that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due to the rapid aging become more serious in the
future, there isn’t any master plan of education policy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erefore, we must formulate a systematic master plan of education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the future and establish a more specific
short-term planning based on the long-term planning.
Secondly, the accessibility to intergenerational generation program should be
expanded. If the possibilities of access to the program are limited due to the lack
of recognition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tself, the accessibility
of the members who ar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ill be limit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means so that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 in consideration of age, such as youth, elder and old generation, an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are to be provided.
Third, as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olicy in the education field of
the next 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xpertise of the elderly to be
able to uplift the effect of the program. By overcoming the existing stereotypes
and prejudice towards the unilateral understanding of older generations that they
are the passive beings receiving the attention from the young generation, by
utilizing actively the expertise of the older generation and by preparing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grams, it will be possible to utilize the capabilities of
older generations and to improve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Fourth, by diversifying the participation target for the intergenerational

266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integration, we need to induce this integration as a social climate in which
participate all together whole members and entire generation of our society.
Therefor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must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to cover even the intermediate generations so that various generational
interchange can take place.

o policy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tents related to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to the normal curriculum. The program to change attitudes and
value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raining must be carried out continuously
contrary to the one-time ev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is program to be
carried out in the school curriculum. In the short term, above all we promote the
plan to implement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n the currently
available range, in the long term, reflecting this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the
country, we will explore the plan to embody the value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Second, programs should be promoted and the related policies must be
developed to achiev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should not be constructed to be applied
uniformly to all generations, but must be constructed to promote effectively the
vulnerable competence of each generation.
Third, to achiev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n schools with a
satisfactory result, we must take into account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he re-education
course of teachers such as new teacher training, job training.
Fourth,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must be conducted not in
the lecture type and transmission type of the program, should be conduc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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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experience type. In addition,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the youth should carried out from the stage of planning programs
so that the young people could initiative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Fifth,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can be effectively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case of management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during the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class at school, it is important, by introducing into the
school the programs that are carried out in such part of the elderly organizations
and seniors welfare center and by operating the programs in connection with
various educational resources of the community, to help to improve the competence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 Propulsive direction of policy and policy issues in the information field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 Propulsive direction of policy
First,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digital citizenship to improv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Because these capabilities, as appeared in the result of the generation integration
diagnostic test, form the foundation of empathy with the issues of politics, economy,
society･culture and family area which are causing the difference and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to achiev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generation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digital integration with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ffect. Digital
integration regard the gap of information as a problem of universal human rights
rather than a problem of digital inform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digital integration is to minimize the potential disadvantages issued from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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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ion and to maximize the benefits to eliminate the imbalance of
information in the society in the region. With the cooperation of the digital
integration and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s part of a social integration,
we need to promote a policy from the point of view of universal welfare to
eliminate the exclusion and alienation by minimizing the imbal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Third, in order to enhanc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e digital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s required through networking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the ‘Digital Britain’
of the United Kingdom, it is necessary that, by converting the information
programs concentrated in the elderly to the programs for all generations
together, all the 1-3 generations participate in the programs to develop a new
educational content to educate not by the generational education but by the
intergenerational education.

o Policy issues
First, because the ultimate goal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s the
illumination of digital citizenship, we need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the
intergenerational digital literacy and the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s the disparity in the use of digital media across generations may
be the induc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factor, we need to build models of
education oriented towards the digital citizenship that could improve some
elements of culture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adaptability of conflict and
ability to solve problems.
Secondly, we must organize the public-private consortium or committees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digital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Also
we must build a case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database to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post- management and follow-up education program. Also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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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ng, popularizing and by advertising the best practices of the digital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n the database we help other institutions
to produce the results by benchmarking our successful case.
Third, the digital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needs to be successfully
carried ou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 and government consortium and
committees. By sublating the information education program that has been divided
into separate generation, making use of libraries and residents welfare center
that can provide the education to all generatio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training programs to promote digital literacy between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social learning based on social media as
a learning experience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e social learning in
which an unspecified number participate is a common system to pursue a
horizontal method of learning for learners. It is a method of learning by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with others, the role of collaboration and the network
through the relationship formation. Therefor it can be a model of new concept of
learning appropriate to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for multiple
generations in a smart information society.

❑ keyword: social cohesion,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ntergenerational digital
divide, digital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digital
literacy,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 future prospects and
issues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diagnostic test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olicy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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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한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부록 2]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한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부록 3] 세대통합성 문항검토 예비조사 설문지
[부록 4]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설문지

[부록 1]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한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
(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입니다.
본원은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구에는 세태통합성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 개발이 중요한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통합성의 개념, 구성요소, 영역별 핵심 쟁점의 타당성에 관하여 귀하께서
주시는 의견을 기초로 우리나라 청소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대
통합성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
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조사지는 4월 23일(수)까지 이메일(staf000@kedi.re.kr)로 보내주시
거나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
품을 준비했으니,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선호하는 답례품을 표시해 주시고,
받으실 주소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
원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연구책임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 영 란 드림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이지인 (02-3460-0474 / staf000@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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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하
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한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대통합성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진 의견
○ ‘세대통합성’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동 시대를 조
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최대화 하려는 협력적 태도와 역량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1) 세대통합성 개념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세대통합성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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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진 의견

세대통합성은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는 인식 차원과 소통과 협력의
행동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1] 세대통합성 개념모형
1) 세대이해 : 청년의 중･장년/노인에 대한, 노인의 중･장년/청년에 대한, 중･
장년의 청년/노인에 대한 기본 인식
► 세대통합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인식, 의식, 판단
► 정치, 경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이해
► 다른 세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 다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 등
※ 문항 표현 : ∼ 이해한다. ∼ 에 동의한다. ∼ 라고 생각한다. ∼를 중
요하게 여긴다. ∼라고 판단된다.
2) 세대공감
► 세대통합성의 정의적 차원으로 정서, 태도, 선호
► 생활양식,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공감
► 문화적 스타일이나 선호에 대한 공감
※ 문항 표현 : ∼를 공감한다. ∼처럼 느낄 수 있다. ∼에 대해 좋게 느낀
다. 입장이 되어 ∼를(와) 동일한 느낌이 든다. ∼를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부 록

275

연구진 의견
3) 세대소통
► 세대통합성의 언어적 차원으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
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이나 충돌을 조절･완화
► 의사소통, 협상, 합의, 화합, 갈등 조정, 문제 해결
► 세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 문항 표현 : ∼와 대화하려고 한다. ∼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의) 생각을 공유하
려고 한다.
4) 세대협력 : 실천의향을 묻거나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는지 여부나 정도
► 세대통합성의 행위적 차원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
과 책임을 적극적 수행
► 세대 간 협동, 참여, 교류, 연대, 실천
► 특정 문제(또는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노력하고 협동
※ 문항 표현 : ∼에 참여하려고 한다. ∼를 함께 하려고 한다. ∼하고 싶
다. ∼도와주고 싶다. ∼대신 하려고 노력한다.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
하여 ∼ (와) 함께 한다.

1)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 중 세대이해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 중 세대공감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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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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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 중 세대소통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세대통합성의 구성요소 중 세대협력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세대통합성 구성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세대이해

세대공감

세대소통

세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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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통합성의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진 의견
세대통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구성요소에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항 개발에 앞서서,
연구진은 영역별 세대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습니다.
1) 정치
❍ 정치 무관심
❍ 정치적 성향(보수, 진보 등) 인식
❍ 선거활동 참여
❍ 투표 참여율
❍ 선거(후보자)에 대한 의견공유
❍ 젊은 세대의 인터넷, SNS나 팟캐스트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 남북 관계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 종북 단체에 대해 혐오감
❍ 독도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 애국심
❍ 대미(對美)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
❍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정치 영역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1) 정치 무관심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정치적 성향(보수, 진보) 인식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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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함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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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활동 참여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투표 참여율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5) 선거(후보자)에 대한 의견 공유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6) 젊은 세대의 인터넷, 팟캐스트,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7) 남북 관계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8) 종북 단체에 대한 혐오감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9) 독도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의견 교환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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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애국심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1) 대미(對美)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2)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3) 이외에 세대통합성과 관련하여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아래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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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통합성의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진 의견
세대통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으로 구성하였
으며, 각 영역별로 구성요소에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항 개발에
앞서서, 연구진은 영역별 세대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핵심 쟁점을 다음
과 같이 추출하였습니다.
2) 경제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기퇴직제 도입
❍ 대학 반값 등록금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
❍ 일자리에 비해 지나친 고학력화
❍ 세대 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차이
❍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율
❍ 정년연장
❍ 노인의 은퇴 후 재고용/ 노인들의 일자리 잠식
❍ 노령연금이나 의료 서비스 등 노년 복지 확대
❍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젊은 층의 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
❍ 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 용의
❍ 노인부양의 책임 소재(국가, 가족, 본인 등)
❍ 입사 시 연령 제한에 대한 의견
❍ 근속 연한에 의한 승진 vs 능력에 의한 승진
❍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명문대 입학 여부에 대한 공감

2) 경제 영역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1)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기퇴직제 도입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대학 반값 등록금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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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에 비해 지나친 고학력화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세대 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차이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5)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율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6) 정년연장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7) 노인의 은퇴 후 재고용/ 노인들의 일자리 잠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8) 노령연금이나 의료 서비스 등 노년 복지 확대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9)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젊은 층의 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
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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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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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 용의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1) 노인부양의 책임 소재(국가, 가족, 본인 등)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2) 입사 시 연령 제한에 대한 의견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3) 근속 연한에 의한 승진 vs 능력에 의한 승진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4)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명문대 입학 여부에 대한 공감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5) 이외에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경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
다면 아래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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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통합성의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진 의견
세대통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으로 구성하
였으며, 각 영역별로 구성요소에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항 개발
에 앞서서, 연구진은 영역별 세대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습니다.
3) 사회･문화
❍ 윗세대의 권위의식에 대한 인정 및 이해
❍ 노인들의 보수적,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고방식
❍ 나이 많은 사람을 구닥다리라고 얕보는 경향
❍ 젊은 세대의 외모(성형, 화장, 옷 등)에 대한 이해
❍ 젊은이들의 애정표현에 대한 이해
❍ 젊은 세대의 개인적, 의존적이고 나약한 태도에 대한 이해
❍ 젊은 세대의 예의범절, 에티켓에 대한 인식
❍ 젊은 세대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
❍ 젊은 세대의 물질적, 금전적 가치관
❍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의 자리양보 강요
❍ 노인세대의 지혜와 경륜에 대한 존중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의 원천(방송, 신문, 인터넷 등)
❍ 각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한계
❍ 인터넷, 모바일 이용을 통한 소통
❍ 새로운 정보활용 능력 습득을 위한 젊은 세대의 협력
❍ 노인의 인터넷, SNS 등 매체 이용 방법 학습의 필요성
❍ 세대공감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대중매체를 통한 세대공감과 협력의 중요성 홍보
❍ 다른 세대와의 공동 작업에 대한 선호
❍ 다른 세대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의향
❍ 학교 교육내용에 세대공감 교육 포함의 필요성
❍ 학교 선생님의 권위와 교권에 대한 인식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28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3) 사회･문화 영역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1) 윗세대의 권위의식에 대한 인정 및 이해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노인들의 보수적,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고방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3) 나이 많은 사람을 구닥다리라고 얕보는 경향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4) 젊은 세대의 외모(성형, 화장, 옷 등)에 대한 이해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5) 젊은이들의 애정표현에 대한 이해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6) 젊은 세대의 개인적, 의존적이고 나약한 태도에 대한 이해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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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젊은 세대의 예의범절, 에티켓에 대한 인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8) 젊은 세대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9) 젊은 세대의 물질적, 금전적 가치관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0)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의 자리양보 강요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11) 노인세대의 지혜와 경륜에 대한 존중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1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의 원천(방송, 신문, 인터넷 등)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3) 각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한계
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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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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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터넷, 모바일 이용을 통한 소통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5) 새로운 정보 활용 능력 습득을 위한 젊은 세대의 협력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6) 노인의 인터넷, SNS 등 매체 이용 방법 학습의 필요성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7) 세대공감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8) 대중매체를 통한 세대공감과 협력의 중요성 홍보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9) 다른 세대와의 공동 작업에 대한 선호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20) 다른 세대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의향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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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교 교육내용에 세대공감 교육 포함의 필요성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2) 학교 선생님의 권위와 교권에 대한 인식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23)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4) 이외에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사회･문화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한 쟁점이 있다면 아래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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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통합성의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진 의견
세대통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족으로 구성하였
으며, 각 영역별로 구성요소에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항 개발에
앞서서, 연구진은 영역별 세대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핵심 쟁점을 다
음과 같이 추출하였습니다.
4) 가족
❍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 자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 노부모 봉양에 대한 수용과 인정
❍ 황혼육아(영어교육,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 자녀세대의 진로 및 희망 직업에 대한 인식
❍ 부모 재산으로 결혼 준비 비용 충당
❍ 자녀교육비와 본인 노후대비 재산 문제
❍ 결혼 후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한 인식
❍ 가부장 제도에 대한 존중
❍ 자녀세대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해
❍ 가정 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 대화 단절
❍ 출산 시 아들 선호에 대한 인식
❍ 자녀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정
4) 가족 영역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1)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자녀 세대의 언행에 대한 이해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부 록

매우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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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부모 봉양에 대한 수용과 인정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4) 황혼육아(영어교육,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5) 자녀세대의 진로 및 희망 직업에 대한 인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6) 부모 재산으로 결혼 준비 비용 충당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7) 자녀교육비와 본인 노후대비 재산 문제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8) 결혼 후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한 인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9) 가부장 제도에 대한 존중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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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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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녀세대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해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1) 가정 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 대화 단절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2) 출산 시 아들 선호에 대한 인식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3) 자녀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정
매우
타당함

타당성 정도
타당함

보통임

(14) 이외에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가족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
다면 아래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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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을 위한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
육개발원에서 수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의 일
환으로 실시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입니다.
본원은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구에는 세태통합성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검
사 개발이 중요한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본 2차 조사에서는 각 문항과 구성요소의 적절성에 관하여 귀
하께서 주시는 의견을 기초로 우리나라 청소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대
통합성 진단검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조사지는 6월 18일(수) 까지 이메일(staf000@kedi.re.kr)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동 301호 세대통합연구팀 앞).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
했으니,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선호하는 답례품을 표시해 주시고, 받으실 주소도 기
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
겠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연구책임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 영 란 드림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세대통합연구팀 이지인 (02-3460-0474 / staf000@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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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
하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한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
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세대통합성과 구성요소의 개념 정의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대통합성과 구성요소의 개념 정의는 아래와 같습
니다.

세대통합성 개념
○‘세대통합성’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
해하고 공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상호
공동의 인식과 행동의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대통합성 구성요소
세대통합성은 인식 차원과 행동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식 차원의 구성
요소에는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행동 차원에는 소통과 협력이 포함됩니다.

[그림] 세대통합성 개념모형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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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이해 :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이해 및 동
(同) 시대인으로서의 공동적 인식
► 세대통합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인식, 의식, 판단
► 정치, 경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이해
► 다른 세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인식 등
※ 문항 표현 : ∼ 이해한다. ∼ 라고 생각한다. ∼라고 판단된다.
2) 세대공감 :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경험과 특성에 대한 존중 및 동(同) 시대인
으로서의 공감
► 세대통합성의 정의적 차원으로 정서, 선호
► 생활양식,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공감
► 문화적 스타일이나 선호에 대한 공감
※ 문항 표현 : ∼처럼 느낄 수 있다. ∼를 공감한다. ∼에 대해 좋게 느낀다.
입장이 되어 ∼를(와) 동일한 느낌이 든다. ∼를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3) 세대소통 :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소통
► 세대통합성의 언어적･비언어적(혹은 태도적) 차원으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이나 충돌을 조절･완화
► 의사소통, 협상, 합의, 화합, 갈등 조정, 문제 해결
► 세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 문항 표현 : ∼와 대화하려고 한다. ∼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에 대
해 의견을 나눈다. ∼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한
다.
4) 세대협력 : 실천의향을 묻거나 실제로 실천하거나 행동하는지 여부나 정도
► 세대통합성의 행위적 차원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할
과 책임을 적극적 수행
► 세대 간 협동, 참여, 교류, 연대, 실천
► 특정 문제(또는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노력하고 협동
※ 문항 표현 : ∼에 참여하려고 한다. ∼를 함께 하려고 한다. ∼를 도와주고
싶다.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여 ∼ (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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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정치’영역의 세대통합성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a.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표시해 주십시오.
b.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 구성요소(이해, 소통, 공감, 협력) 중 해당 요소를 진
단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1-a

구분

문항

청소년･청년용(A)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
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중･장년용(M)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
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노년용(E)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
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매우
보통 적절
적절
이다 하다
하다

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a

청소년･청년용(A)

노인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
라서 거부감이 든다.

중･장년용(M)

노인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
라서 거부감이 든다.

노년용(E)

고령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
라서 거부감이 든다.

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a

청소년･청년용(A)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
에 대해 관심이 있고 듣고 싶다.

중･장년용(M)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
에 대해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노년용(E)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
단에 대해 젊은 세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3-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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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a

구분

문항

청소년･청년용(A)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중･장년용(M)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노년용(E)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매우
보통 적절
적절
이다 하다
하다

4-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협력’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a

청소년･청년용(A)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
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장년용(M)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
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년용(E)

고령자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
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5-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a

청소년･청년용(A)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용(M)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년용(E)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6-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a

청소년･청년용(A)

어르신들과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중･장년용(M)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노년용(E)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7-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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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a

구분

문항

청소년･청년용(A)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어르신들과 정
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중･장년용(M)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노년용(E)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매우
보통 적절
적절
이다 하다
하다

8-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a

청소년･청년용(A)

나는 어르신들과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중･장년용(M)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노년용(E)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9-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a

청소년･청년용(A)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어르신을 이해할 수 있다.

중･장년용(M)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다.

노년용(E)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다.

10-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a

청소년･청년용(A)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중･장년용(M)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노년용(E)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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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a

구분

문항

청소년･청년용(A)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
다고 생각한다.

중･장년용(M)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
다고 생각한다.

노년용(E)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
다고 생각한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매우
보통 적절
적절
이다 하다
하다

1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은 ‘경제’영역의 세대통합성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a.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표시해 주십시오.
b.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 구성요소(이해, 소통, 공감, 협력) 중 해당 요소를 진
단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a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
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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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 구성요소 가운데 이해, 소통, 공감, 협력을 진단하기 위
한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
유를 적어주시고 어떤 구성요소와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시기 바
랍니다.

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청소년･청년용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A)
이 든다.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1-a 중･장년용(M)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이 든다.

노년용(E)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이 든다.

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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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청소년･청년용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A)
2-a
중･장년용(M)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노년용(E)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a

청소년･청년용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A)
중･장년용(M)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노년용(E)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3-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
(A)
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a 중･장년용(M)
노년용(E)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
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
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협력’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
(A)
으려는 경향이 많다.
5-a 중･장년용(M)
노년용(E)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
으려는 경향이 많다.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
으려는 경향이 많다.

5-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A)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6-a 중･장년용(M)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노년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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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6-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조기퇴직제의 필요성
(A)
에 공감한다.
7-a 중･장년용(M)
노년용(E)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조기퇴직제의 필요성
에 공감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조기퇴직제의 필요성
에 공감한다.

7-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
(A)
요하다고 생각한다.
8-a 중･장년용(M)
노년용(E)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8-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
청소년･청년용
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
(A)
각한다.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
9-a 중･장년용(M) 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
각한다.
노년용(E)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
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
각한다.

9-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
청소년･청년용
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A)
받아들인다.
10-a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
중･장년용(M) 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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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문항

노년용(E)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0-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A)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11-a 중･장년용(M)
노년용(E)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1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A)
낼 용의가 있다.
12-a 중･장년용(M)
노년용(E)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1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협력’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
(A)
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3-a 중･장년용(M)
노년용(E)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
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
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3-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협력’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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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
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b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 구성요소 가운데 이해, 소통, 공감, 협력을 진단하기 위
한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
유를 적어주시고 어떤 구성요소와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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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사회･문화’영역의 세대통합성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a.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표시해 주십시오.
b.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 구성요소(이해, 소통, 공감, 협력) 중 해당 요소를 진
단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청소년･청년용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A)
시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1-a 중･장년용(M)
노년용(E)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시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시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여성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A)
고 생각한다.
2-a 중･장년용(M)
노년용(E)

여성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여성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A)
3-a 중･장년용(M)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년용(E)

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나는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
(A)
낀다.
4-a 중･장년용(M)
노년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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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
낀다.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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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절
하다

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4-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A)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5-a 중･장년용(M)
노년용(E)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5-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나는 어려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돕는 봉사
(A)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6-a 중･장년용(M)
노년용(E)

나는 불우한 학생들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돕
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나는 불우한 학생이나 청년들을 돕는 봉사활
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6-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협력’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
(A)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7-a 중･장년용(M)
노년용(E)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나이든 사람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7-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어르신들과
(A)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8-a 중･장년용(M)
노년용(E)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젊은 세대
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젊은 세대
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8-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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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청소년･청년용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어르신들과 대
(A)
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9-a 중･장년용(M)

노년용(E)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9-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
(A)
이 안타깝다.
10-a 중･장년용(M)

노년용(E)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 안타깝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 안타깝다.

10-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이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A)
것에 공감한다.
11-a 중･장년용(M)

노년용(E)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이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
대중교통에서 고령자가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

1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
청소년･청년용
용하는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A)
달라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
12-a 중･장년용(M) 용하는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달라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
노년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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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
용하는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달라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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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절
하다

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나는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
(A)
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13-a 중･장년용(M)

노년용(E)

나는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
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13-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협력’을 진단하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
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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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 구성요소 가운데 이해, 소통, 공감, 협력을 진단하기 위
한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
유를 적어주시고 어떤 구성요소와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시기 바
랍니다.

4. 다음은 ‘가족’영역의 세대통합성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a.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표시해 주십시오.
b. 해당 문항이 세대통합 구성요소(이해, 소통, 공감, 협력) 중 해당 요소를 진
단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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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청소년･청년용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
(A)
고 생각한다.
1-a 중･장년용(M)
노년용(E)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은 자식/손주의 말이
(A)
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2-a 중･장년용(M)
노년용(E)

나는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
기 어렵다.
나는 우리 자식/손주의 말이나 행동을 제
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이 옷차림이나 생활
청소년･청년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이해할 수
(A)
없다.
3-a

중･장년용(M)

자녀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노년용(E)

손주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3-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A)
이해하기 어렵다.
4-a 중･장년용(M)
노년용(E)

우리 자식들은 부모/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손주들은 부모/조부모의 생각이나 언
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4-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부모님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
(A)
하는 것이 안타깝다.
5-a
중･장년용(M)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
하는 것이 안타깝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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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문항

노년용(E)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
하는 것이 안타깝다.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5-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A)
일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6-a 중･장년용(M)
노년용(E)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6-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우리 부모님과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
(A)
해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7-a 중･장년용(M)
노년용(E)

자식이 원하는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
해 자녀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손주가 원하는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
해 손주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7-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나는 결혼하더라도 양육부담으로 인해 자
(A)
녀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나는 자식이 결혼하더라도 양육부담으로
중･장년용(M) 인해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
8-a
다.
노년용(E)

나는 자식이나 손주가 결혼을 하더라도 양
육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마
음에 공감한다.

8-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A)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
9-a 중･장년용(M)
노년용(E)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

9-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소통’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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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문항

전혀
적절
적절하지 하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청소년･청년용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A)
신세대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곤 한다.
10-a 중･장년용(M)
노년용(E)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녀에게 배우곤 한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녀나 손주에게 배우곤 한다.

10-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협력’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조부모님은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
청소년･청년용
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A)
못한다.
11-a

중･장년용(M)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노년용(E)

자녀나 손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11-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A)
자연스러운 일이다.
12-a 중･장년용(M)
노년용(E)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2-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공감’을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용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A)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13-a 중･장년용(M)
노년용(E)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13-b 위 문항이 세대통합성의 세대 간 ‘이해’를 진단하기에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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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성을 진단하는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
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b 문항에 대한 응답>
위 문항 중 세대통합 구성요소 가운데 이해, 소통, 공감, 협력을 진단하기 위
한 문항으로써‘전혀 적절하지 않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
유를 적어주시고 어떤 구성요소와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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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및 문항과 관련하여 위의 질문에 대한 답 이외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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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세대통합성 문항검토 예비조사 설문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Ⅰ)
[ 청소년･청년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 차이와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설문
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홍 영 란
※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 02-3460-0474, 02-3760-0443
▫ staf000@kedi.re.kr(이지인), sjc625@kedi.re.kr(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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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1.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3.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4.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5.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은 자식/손주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7.

부모님/조부모님은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8.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9.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0.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

11.

나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 등 경제활동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12.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15)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나는 결혼하더라도 양육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14.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가 어
렵다.

1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조기퇴직제16)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16.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17.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신
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달라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

18.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부 록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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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9.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이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

21.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다.

22.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데에 공감
한다.

23.

부모님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
다.

24.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25.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
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26.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8.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어르신을 이해할 수
있다.

29.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이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제를 지적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30.

우리 부모님과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
는 편이다.

31.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
해 설명해 드리곤 한다.

32.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관심이 있고
듣고 싶다.

33.

어르신들과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34.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
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35.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
담할 의향이 있다.

36.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시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번호

문항

37.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38.

나는 어르신들과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39.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40.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41.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42.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
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43.

나는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
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44.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어르신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45.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어르신들과 수시로 대화하
고 소통한다.

46.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47.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48.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
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49.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50.

나는 어려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
로 참여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5) 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
16) 정년보다 앞서 퇴직할 경우 남은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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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9표시 해 주
십시오.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
시 필요한 항목이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남자

1. 귀하의 성별은?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직접 기입)

살

3. 현재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4. 현재 귀하는 어느 계열입니까? (고등학생만)
① 문과

② 이과

5. 현재 귀하의 학과는 다음 중 어느 계열에 해당됩니까? (대학생만)
① 어학

② 인문학

③ 사회과학

④ 자연과학

⑤ 공학

⑥ 의학･약학

⑦ 예술･체육

⑧ 기타

6.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③ 600 ~ 1,000만원

② 300 ~ 600만원
④ 1,0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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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 진단검사(Ⅰ)
[ 중･장년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하
는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 차이와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설문
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홍 영 란

※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 02-3460-0474, 02-3760-0443
▫ staf000@kedi.re.kr(이지인), sjc625@kedi.re.kr(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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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Ⅰ.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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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다.

2.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3.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
한다.

5.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6.

나는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7.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8.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
타깝다.

9.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0.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
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 등 경제활동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
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나는 자식이 결혼하더라도 양육부담으로 인해 자녀
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14.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

1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조기퇴직제의 필요성에 공감
한다.

전혀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이다 않다
않다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번호

문항

전혀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
그렇다
이다 않다
않다

16.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17.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달라 세대 간 소
통이 어렵다.

18.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19.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이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공
감한다.

21.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2.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23.

부모님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
이 안타깝다.

24.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25.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
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26.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
연하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8.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
들을 이해할 수 있다.

29. 자녀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30.

자식이 원하는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자녀
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31.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녀에게
배우곤 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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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32.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자
녀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33.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곤 한다.

34.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
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35.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
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36.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시
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37.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
할 용의가 있다.

38.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39.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40.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
가 있다.

41.

우리 자식들은 부모/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42.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43.

나는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44.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45.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젊은 세대와 수
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46.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젊은 세대와 대화
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전혀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
그렇다
이다 않다
않다

47.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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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48.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49.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50.

나는 불우한 학생들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
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전혀
매우
보통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
그렇다
이다 않다
않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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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9표시 해 주십
시오.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직접 기입)

살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4.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③ 600 ~ 1,000만원

② 300 ~ 600만원
④ 1,0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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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 진단검사(Ⅰ)
[ 노년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하
는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 차이와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설문
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홍 영 란

※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 02-3460-0474, 02-3760-0443
▫ staf000@kedi.re.kr(이지인), sjc625@kedi.re.kr(최수정)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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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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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다.

2.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
려는 경향이 많다.

3.

고령자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정치적으로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4.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5.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우리 자식/손주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7.

자녀나 손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
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8.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 안타깝다.

9.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10.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 등 경
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나는 자식이나 손주가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14.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 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
여도 대화가 어렵다.

1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조기퇴직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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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6.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17.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주로 이
용하는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서로
달라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

18.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
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19.

고령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20.

대중교통에서 고령자가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

21.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2.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라는 데에 공감한다.

23.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
는 것이 안타깝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25.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26.

남편도 육아･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
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8.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다.

29. 손주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30.

손주가 원하는 진로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손주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31.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
녀나 손주에게 배우곤 한다.

32.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젊은 세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33.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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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
34. 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
아들인다.

35.

노인복지(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36.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시대나 문화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37.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38.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39.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40.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41.

우리 손주들은 부모/조부모의 생각이나 언행
을 이해하지 못한다.

42.

나이든 사람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43.

나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44.

나는 인터넷, SNS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45.

나는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젊은 세대
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46.

카페, 온라인 동호회, SNS에서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 맺기를 하곤 한다.

47. 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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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49.

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50.

나는 불우한 학생이나 청년들을 돕는 봉사활
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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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9표시 해 주십
시오.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직접 기입)

살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4.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③ 600 ~ 1,000만원

② 300 ~ 600만원
④ 1,0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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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예비조사 설문지

세대통합성 진단검사(Ⅱ)
[청소년･청년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하
는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 차이와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설문
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홍 영 란

※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 02-3460-0474, 02-3760-0443
▫ staf000@kedi.re.kr(이지인), sjc625@kedi.re.kr(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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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지의 세대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젊은 세대 : 20대까지
♢ 부모세대 : 30~50대
♢ 노인세대 : 60대 이상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
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1.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2.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고 생각한다.

3.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은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
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4.

부모님/조부모님은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6.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
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 등 경제활동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17)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7) 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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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0.

나는 결혼하더라도 양육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갖
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11.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2.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부모세대나 노인세대는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13. 뉴스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어렵다.

14.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15.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인
의 마음에 공감한다.

17.

부모님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
이 안타깝다.

18.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
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친척들의 경조사(결혼식, 회갑, 돌잔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

20.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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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2.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이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의 문
제를 지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23.

부모님/조부모님에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곤 한다.

24.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관
심이 있고 이야기 듣고 싶다.

25.

노인들과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26.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
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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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27.

나는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28.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
할 용의가 있다.

29.

나는 노인들과 정치 또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의견
을 나누곤 한다.

30.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31.

우리 부모님/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32.

나이 많은 분(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
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33.

나는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34.

나는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 등)를
통해 노인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35.

나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36. 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7.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38.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39.

나는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 등)에
서 노인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사회적 약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를
40. 위한 집단행동(서명, 촛불집회 등)에 참여할 의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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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 주십시오.

[문 41] 귀하는 한국사회에 “고령자”나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하다

② 다소 심하다

③ 별로 심하지 않다

④ 전혀 심하지 않다

[문 42]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노인에게 그들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2) 인생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노인에
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3)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4)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
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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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당신은 학교에서 다음의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초등학교 입학 후 당신이 다녔던 모든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1년보다 더
참여한 적이
참여한 적이 이전에 참여한
없다
있다
적이 있다

1) 방과 후 학교 외 예･체능(음악, 연극, 운동, 방송
등)활동, 동아리, 학회활동 등에 자발적 참여
2) 학급 토론, 학교에서의 학생토론에 적극적 참여
3) 학급 임원/학생회 임원 투표
4)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5) 학생회 토론 참여
6) 학급 임원/학생회 임원 출마

[문 44] 삶의 만족도 및 행복과 관련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행복감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다

③ 조금 행복하다

④ 아주 행복하다

2) 건강정도
① 아주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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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만족도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문 45] 민주의식과 관련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는가?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때때로
③ 자주 한다
2)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한가?
①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하다
②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
3)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둘 다 아니다
4)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둘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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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6)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7)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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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9표시 해 주
십시오.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
시 필요한 항목이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남자

1. 귀하의 성별은?

② 여자

살

2.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직접 기입)

3. 현재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4. 현재 귀하는 어느 계열입니까? (고등학생만)
① 문과

② 이과

5. 현재 귀하의 학과는 다음 중 어느 계열에 해당됩니까? (대학생만)
① 어학

② 인문학

⑤ 공학

⑥ 의학･약학

③ 사회과학

④ 자연과학

⑦ 예술･체육

⑧ 기타

6.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② 300 ~ 600만원

③ 600 ~ 1,000만원

④ 1,0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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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 진단검사(Ⅱ)
[ 중･장년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세대통합성 수
준을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 차이와 갈등
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설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홍 영 란

※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 02-3460-0474, 02-3760-0443
▫ staf000@kedi.re.kr(이지인), sjc625@kedi.re.kr(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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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지의 세대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젊은 세대 : 20대까지
♢ 부모세대 : 30~50대
♢ 노인세대 : 60대 이상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
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주십시오.

340

번호

문항

1.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
는 경향이 많다.

2.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3.

나는 자식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
하기 어렵다.

4.

자식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5.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6.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7.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
졌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인터넷을 통한 쇼핑, 인터넷뱅킹 등 경제활
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나는 자식이 결혼하더라도 양육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한다.

11.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
도 대화가 어렵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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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2.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13.

젊은 세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얻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소통하기 어렵다.

14.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
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15.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1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
인의 마음에 공감한다.

17.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18.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친척들의 경조사(결혼식, 회갑, 돌잔치 등)
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

20.

나는 노인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1.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젊은 세
대들을 이해할 수 있다.

22.

자식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23.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식
에게 배우곤 한다.

24.

노인들이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해
젊은 세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25.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곤 한다.

26.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27.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
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28.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29.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 또는 정당의 정책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부 록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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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30.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
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31.

우리 자식들은 부모/조부모님의 생각이나 언행
을 이해하지 못한다.

32.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
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33.

나는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
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

34.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
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
누곤 한다.

35.

나는 불우한 학생들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36.

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7.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38.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
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39.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
에서 젊은 세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40.

사회적 약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
를 위한 집단행동(서명, 촛불집회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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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 주십시오.

[문 41] 귀하는 한국사회에 “고령자”나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하다

② 다소 심하다

③ 별로 심하지 않다

④ 전혀 심하지 않다

[문 42]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노인에게 그들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
어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2) 인생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노인
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3)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4)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
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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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삶의 만족도 및 행복과 관련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행복감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다

③ 조금 행복하다

④ 아주 행복하다

2) 건강정도
① 아주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3) 삶의 만족도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문 44] 민주의식과 관련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는가?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때때로
③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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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한가?
①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하다
②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
3)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둘 다 아니다
4)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둘 다 아니다
5)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6)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7)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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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9표시 해 주
십시오.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
시 필요한 항목이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직접 기입)

살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4.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② 300 ~ 600만원

③ 600 ~ 1,000만원

④ 1,0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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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성 진단검사(Ⅱ)
[ 노년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세대통합성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 차이와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설문
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홍 영 란

※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 02-3460-0474, 02-3760-0443
▫ staf000@kedi.re.kr(이지인), sjc625@kedi.re.kr(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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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지의 세대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젊은 세대 : 20대까지
♢ 부모세대 : 30~50대
♢ 노인세대 : 60대 이상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지에 9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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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요즘 젊은 세대는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
는 경향이 많다.

2.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3.

나는 우리 자식/손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4.

자식이나 손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손에
서 놓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5.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6.

요즘 젊은 세대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다.

7.

젊은 세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
졌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인터넷을 통한 은행 업무와 쇼핑 등의 경
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속 연한 보다는
능력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나는 자식이나 손주가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부
담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마음에 공감
한다.

전혀
매우
그렇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그렇다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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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1.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
도 대화가 어렵다.

12.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13.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얻기
때문에 기성세대(노인)와 소통하기 어렵다.

14.

길어진 평균수명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연장
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15.

노인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1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양보를 요구하는 노
인의 마음에 공감한다.

17.

부모들이 자식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18.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친척들의 경조사(결혼식, 회갑, 돌잔치 등)
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

20.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1.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젊은 세
대들을 이해할 수 있다.

22.

자식/손주의 옷차림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23.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세대 용어에 대해 자식
이나 손주에게 배우곤 한다.

24.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에 대
해 젊은 세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25.

젊은 세대와 현재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곤 한다.

전혀
매우
그렇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그렇다
않다
않다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부담
26. 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
인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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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27.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 확대를 위
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28.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용의가 있다.

29.

나는 젊은 세대와 정치 또는 정당의 정책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30.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데에 대해 다
른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31.

우리 손주들은 부모/조부모의 생각이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32.

노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려
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33.

나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전혀
매우
그렇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그렇다
않다
않다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를
34. 통해 젊은 세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35.

나는 불우한 학생이나 청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36. 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7.

학교에서 부모나 노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38.

기초노령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39.

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젊은 세대와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사회적 약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
40. 를 위한 집단행동(서명, 촛불집회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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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지에 9
표시 해 주십시오.

[문 41] 귀하는 한국사회에 “고령자”나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하다

② 다소 심하다

③ 별로 심하지 않다

④ 전혀 심하지 않다

[문 42] 삶의 만족도 및 행복과 관련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행복감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다

③ 조금 행복하다

④ 아주 행복하다

2) 건강정도
① 아주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3) 삶의 만족도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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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민주의식과 관련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는가?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때때로
③ 자주 한다
2)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한가?
①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하다
②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
3)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둘 다 아니다
4)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둘 다 아니다
5)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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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7)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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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9표시 해 주십
시오.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직접 기입)

살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4.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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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0만원 미만

② 300 ~ 600만원

③ 600 ~ 1,000만원

④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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