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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으며,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되었다. 또한 지
식정보사회의 도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 등이 국가적 현안으
로 대두되면서 세대갈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목도되
는 세대 간 갈등은 그간 주로 전개되었던 것처럼 이념적ㆍ정서적 측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에 희소한 사회적 자원과 한정된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둘러싼 경쟁적 이해관계의 갈등 양
상을 나타낸다는 데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로 고령화 당사자인 노인
층만을 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세대갈등 접근 방법과 달리 젊은 층을 포괄하는, 이른바 전(全)세대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시계열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 횡단면적으로 집단 간 공생의
관점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세대 간 갈등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세대 간 갈등의 완화와 해소라는 관점에서 ‘세대통합’의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특히 크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세대통합과 공존을 요
구하는 다(多)세대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나 사회 각 부문에 있어서 세대충돌을 완화하
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유
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즉, 상호 간에 이해와 공
감, 타협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세대 간 이해와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교육체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령층과 젊은 층을 포괄하여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적 접근을 통해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세대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화의 ‘일상화’, ‘전면화’에 따라 정보격차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
는 개연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격차의 심화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에 있어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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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증
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한계로 인한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은 일자리 배분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의사소통 방식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
동양식을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 등
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대단히 급속하게 확대ㆍ재생산되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
털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상술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 사회의 지속적ㆍ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육성함으
로써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3년간의 연구로써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를 도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2013~2015년의 3개년에 걸쳐 각 연
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2013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 세대통합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적 이해 도모, 실태 진단,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인식조사 실시 결과 분석.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세대통합
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2차년도 (2014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 미래 전망 및 세대
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세대통합 관련 미래 전망 및 이슈 발굴, 세대통합성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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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2015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Ⅲ) -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통한 본 조사 실시 및 심층적 결과 분석, 1ㆍ2차년도 연구결과 및 세
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통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제시

3차년도에 걸친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개괄적 연구내용을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
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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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세대통합 논의의 배경에 대한 이론적 이해
3차년에 걸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1차년도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관
련 개념을 폭넓게 검토하여 세대통합 논의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의 상위 차원으로써 사회통합을 비롯하여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대통합 논의의 핵심 배경을 제공하는 고령화 현상, 정보격차 등과 관
련하여 선행 연구문헌,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세대통합 논의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세대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태 진단
세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써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세대통합교육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사회통합의 개념 및 실태 진단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정보격차 분야에 대해 관련 개념과 이론, 자료 등
을 분석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였으며, 세대통합에 있어서 세대 간 정보격
차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와 정보 분야에서 수립ㆍ시행된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정보 분야의 세대격차 해소 관련 정책 중 구체적으로 장년 및 고령층 정
보화 교육, 노소 공감 프로젝트, 세대 간 정보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였다.

○ 세대통합 관련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와 정보 분야의 국내 프로그램 우수사례와 해외 주요국의 우수사
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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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의견조사 분석
교육 분야와 정보 분야에서 고령자, 교육기관 프로그램 담당자, 학생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대
통합 관련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세대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이해, 실태 진단,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의견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
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내용의 수행을 위해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분석,
전문가협의회ㆍ개별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의견조사 및 분석, 정책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
하였다.

▣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 세대통합과 교육체제
첫째,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실태분석과 의견조사 결과,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은 학교교육과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와의 연계는 세대
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대체로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대통합교육
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문호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이나 장기적인 파급 효
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정규 학교교육과 연계한 세대통합교육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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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 들어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데, 고령자들을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인
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대통합교육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탈
리아와 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은퇴한 고령층 전문 인력들
이 많은데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고령자들이 일종의 재능기부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직업체험,
실습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대통합교육은 직접 체험을 통한 서로 다른 세대 간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학생
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바람직한 세대통합교육의 형태로 다양한 세대가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방식을 거론하였다. 추후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체적인 교육과정
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세대가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대통합교육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정 세대를 중심
으로 한 특정 내용으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프로
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상호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 세대통합과 정보체제
첫째, 장노년층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행정, 경제, 문화영역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교육을 집중적으
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노년층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
신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블로그 운영, 커뮤니티 이용 등의 커
뮤니케이션 활동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이용률도 매우 낮은 실정
이다. 또한 정보생산과 공유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SNS 이용 등도 젊은 세대에 비해 매우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장노년층이 생활 속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활용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에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야
하며, 특히 장노년층인 아날로그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디지털 세대에게 전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세대통합 정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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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개발ㆍ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정보화교육을
받은 장노년층의 일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며, 온라인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장노년층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노년층의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NGO가 보다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화 세대통합 프로그램 모델
을 발굴ㆍ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IT분야의 유명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고령화문제 해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ㆍ추진 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그리고 민간기업과 NGO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세대 간 갈등은 노년층이 정보기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상호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젊은 세대의
언어를 아날로그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노년층
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언어 문제를 포함한 디지털 세대의 문화코드를 이해할 수 있
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의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교육은 물론, 스마트폰과
SNS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심화된 전문교육과 자격증 교육, 그래픽･영상제작 편집 등과
같은 특수 소프트웨어(SW) 활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교
육을 보다 확대하면서 인문학, 사회학, 예술분야 등에 IT를 활용하는 융합교육도 세대 간의 이해증
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세대 간 정보격차해소를 비롯하여 범사회적인 정보 세대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
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IT를 매개로 세
대통합을 위한 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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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가. 사회발전에 있어서 사회통합과 세대통합의 중요성 부각
21세기는 과잉 생산과 불평등한 분배 사이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인간다움
의 유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홍영란
외, 2003).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는 개인의 삶이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현상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갈등의 최대 쟁점으로서 여기에서 파생하는 제 사회문제를 시
정 또는 해결하는 일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불평
등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을 저해하며, 인적자원의 활용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홍익, 1999).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산업화･민주화의 변화를 겪었으며,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급속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정치적 이념의 대립 등 사회 내 갈등 요인
이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
라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세계
적으로도 무척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OECD 27개국과 비교 분석한 박준(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 0.44를 상회함으로써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심각한 사회갈등과 분열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불하는 사
회갈등 비용이 국내 총생산(GDP)의 27%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일 년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에 달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준 외, 2009).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유형과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하는 구조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또한 사회갈등 관리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국가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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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문제는 주로 계급 또는 계층갈등, 정치적인 이념 대립, 발전을 둘러
싼 지역 간 갈등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급속한 고
령화의 진전,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 등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세대갈등의 문제
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의 완화와 해소라는 관점에서,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빠른 시
간 내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특히 큰 것이 ‘세대통합’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세
대통합이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McClusky,
1990). 이 같은 세대통합이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대갈등은 지역갈등, 계급갈등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의 하나로서 1990년대 ‘신
세대’라는 문화코드가 각종 매체를 지배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박재흥, 2010). 세대
(generation)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유사
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Mannheim, 1952).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세대차이가 발
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차이에 근거하여 야기되는 갈등을 흔히 ‘세대갈등’이라고 규정한다(박재흥,
2010). 따라서 어느 사회든지 일정 부분 세대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우리 사회도 예외가 될 수
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세대갈등, 세대통합의 문제가 새삼 재조명되는 것은 근래 들
어 급속하게 전개되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무척 관련이 깊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세대통합과 공존을 요구하는 다(多)세대 사회가 빠른 속
도로 다가오고 있으나 사회 각 부문에 있어서 세대충돌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인식, 태도 등의 차이가 중심이 되었던 과거
와는 달리 현재의 세대 간 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과 한정된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둘러싼 경쟁
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의 분절을 극복하고 세대
공존 및 세대통합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공
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사회통합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과 방안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저조
한 실정이다.
세대통합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위 개념인 사회통합에 대한 견고한 이해가 전제되어
야 한다.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어야 그 하위 개념인 세대통합에 대해서
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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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세대갈등의 표면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린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를 비롯하여 교육체제, 노동시장, 정보시
스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를 통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가 무척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UN의 분류 방식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초(超)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
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1).
이와 같은 고령화 진행 속도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예상되는 시간이 23년 정도인 반면에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
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1). 또한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평균 수명의 증가가 더
해져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총인구 감소 현상과 함께 고령인구의 증가가 맞물려 진
행되기 때문에 향후 고령화 현상의 전개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의 역전 현상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각종 사회적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제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여파로 최근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의 역전 현상이
진행되어, 2016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659만 명)가 0∼14세 유소년 인구(654만 명)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세정, 2011). 그리고 기대수명 및 평균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이 급변하여, 한국의 인구 구조는 기존의 ‘피라미드형’에서 2010년 이후 ‘항아리형’으로 변
동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Ⅰ-1] 참조). 또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 25세 이하 인구
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인구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이른바 ‘중심이 높아진 항아리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창용･박보경, 2011).
초고령 사회에 대한 미래 전망 아래 연금, 문화, 정치적 소신, 일자리, 언어, 사용매체 등에서 다
양한 세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대 간 이해격차
를 좁히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은 계
층 간 갈등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 실업, 고용 불안정, 빈곤, 복지 정책 등에 보다 민
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은 청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자신들

KEDI 5

Ⅰ 연구의 개요

이 처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계층 간 갈등이 세대 간 갈등과 중첩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림 Ⅰ-1] 한국사회 인구 구조의 변동추이 및 전망
출처: 이경상(2011)에서 재인용
※ 고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인구 내에서도 연령층의 분화를 가져오는 상대적 고령화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전기고령층(65~74세)에 비해 중기고령층(75~84세)과 후기고령층(85세 이상)의 비중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 및 후기고령층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의료 및 생활보장 비용이 더욱
크게 요구됨으로써 이들 계층의 증가는 또 다른 사회적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더욱 크게 증폭시킬 개연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 변화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야기하고 있으며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
와 그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사회 구성원 전체를 정책 대
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일정 시점, 특정 집단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아
니라 시계열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 횡단면적으로 집단 간 공생의 관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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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발전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모든 사람들의 생산적 삶을 위해 전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근간에는 공생과 공존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다.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사회통합의 중요성 강조
우리 사회에서 세대문제가 본격적인 사회갈등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대선을 전후
한 세대 간의 정치적 이념 갈등문제가 표출되면서부터이며, 1970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의 탈이념
성향과 소비패턴 및 문화적 취향 등을 중심으로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이 드러난 바 있다. 박재흥
(2010)은 세대 간 문화격차의 분석에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를 ‘탈이념･정보화세대’로 명명
하고, 이들과 기성세대와의 문화갈등의 양상을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
위주의 대 탈 권위주의’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세대 간의 이
념이나 문화적 갈등의 양상을 넘어 청년실업, 일자리 양극화 문제, 연금 등 세대 간 경제적 이해관
계 문제가 또 다른 세대 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은 단순히 세대 간의 의식과 행동패턴의 차이를 넘어
서 정치적 이념의 갈등, 일자리 배분과 연금문제 등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 그리고 기성세대의 산업
사회적 문화와 신세대의 지식정보사회적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갈등 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아날로그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한계로 인한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은 일자리 배
분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의사소통 방식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양식을 둘러싼 정치･사
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 등
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갈등을 완
화하고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즉, 세대 간
의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면서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 간의 충돌
로 상징되는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0%에 달하는데 10대와 20대, 30대
의 인터넷 이용률은 99%를 상회하는 반면에 60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22.9%에 그치고 있
는 실정이다(고정현, 2012). 또한 우리 사회가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세대 간의 모
바일 격차는 유선인터넷 기반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보다 훨씬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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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정보기기의 보유, 인터넷 통신망 접속 등과 같은 정보 접근격차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
으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digital literacy)이
나 자신의 생활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의 정보격
차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대 간의 정보격차는 디지털 세대가 아날로그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며, 정보
기기와 정보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측면에서 기성세대의 통제와 규범에서 벗어남은 물론 새로운
사회문화적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특
히 참여, 공유, 개방,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문화는 탈권위주의적이고 창의와 혁신의
문화코드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권위와 위계질서, 표준화와 대량생산, 규범과 규율을 중시하
는 기성세대의 아날로그 문화와 가치 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 간 정보격
차 완화는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고 세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부각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경제구조와 가치관, 가족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며, 고령층의 지위와 역할
역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김욱, 2002).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핵가족화가 본격화
되고 가족규범이 변화하면서 세대 간 물리적･정서적 괴리가 발생하고 세대 간 교류는 현저히 감소
했으며, 그로 인해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근래에 목도
되는 세대 간 갈등은 그간 주로 전개되었던 것처럼 이념적･정서적 측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아니
라, 세대 간에 한정된 사회적 재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적 갈등과 싸움의 양상을 나타낸다는
데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념적･정서적 측면의 세대차이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되지만, 한정된 사회적 재화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경제적 갈등은 젊은 층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늘
린다는 점에서 훨씬 더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와
의료서비스 등 사회비용의 증가는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의 증가로 직결됨에 따라 젊은 층의 반발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원영희, 2005).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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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조사에서도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길어진 노후와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가족부문 갈등 유
형 가운데 ‘부모 부양 부담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77%)으로 파악된 바 있다(송다영･박종서, 2011).
이 같은 세대 간 갈등은 정보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대단히 급속하게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
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IT 기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소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신
세대와 디지털 환경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아날로그 기성세대 간의 의식과 행동의 부조화 및 소통
부재로 인해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 같은 문화적 갈등은 경제적
갈등 및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층 등 디지털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성세대에 대하여 정보접근 기회의 확충, 정보이용능력 함양,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등을 통해 세대 간 정보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을 이
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사회든지 세대차이와 갈등은 존재하며 일정 수준의 집단 간 차이와 갈등은 사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홍덕률, 2003). 그러나 지나친 갈등이나 대립은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이가옥 외,
2008). 한국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이되고 있으며, 앞서 지적한 것처
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갈등은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처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세대 간 갈
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최근에 관찰되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는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회 내 여러 가지 갈등요인 중 하나
로 간주되었던 세대 간 갈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계기로 사회분열의 핵심 축으로 대두되었다. 선거
결과, 20~30대와 50~60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한국 사회가 2030 대 5060으로
양분된 이른바 ‘세대 간 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신문,
2012.12.26.). 또한 2012년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적 있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 최근의 기초노
령연금 지급 논란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
증한다.

2) 세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제기
특히 근래에 전개되는 세대 간 갈등은 과거의 그것과는 맥락과 환경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
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해관계의 투쟁적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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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접근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간 전개된 고령화 현상 및 사회 갈
등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주로 고령화의 당사자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삼는 ‘제한된 접근방법’을 취
하였다. 즉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 증진, 재취업 지원, 여가, 평생교육 참여 등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각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노인층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대 간 갈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노인층은 일종의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이며 청장년층
이 다수 집단(majority group)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 간 갈등이 존재할 때,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적극적 관점이 유효하다. 이와 관련하여 함인희(2009)는 지금처럼 세
대단절과 세대충돌이 일어나는 과도기에 세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
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이질성에 대한 포용력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수 집단을 구성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아울러 추후 젊은 층으로 성장할 미래 세대에 대
한 대응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이른바 전(全)세대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시점,
특정 집단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 횡단면적으로 집단
간 공생의 관점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접근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세대 간 충돌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대책은 제대로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대 간 충돌과 갈등 완화를 위한 논의가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대통합을 둘러싼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세대통합의 의미와 중
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통합의 개념과 그것이 내포하는 함의를 종
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과 상반되는 개념이자 세대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세대갈
등’에 대한 이해도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대통합을 둘러싼 일련의 개념들
에 대한 정초(定礎) 작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통해 세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의 중요성 강조
사회통합 과정에서 교육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토대가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단기적인 정책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범위나 효과에서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이나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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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사회 전반적인 통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
다(Field, 2000).
본 연구는 상술한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대통합과 세대갈등의 실태를 진단하
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 접근이 대단히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
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함
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즉, 상호 간에 이해와 공감, 타협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
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
육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세대 간 이해와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체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차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세대통합을 위해 관련 교육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적 접근이 주로 고령층
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로운 패러다
임에 입각한 교육적 접근은 고령층 뿐 만 아니라 젊은 층을 포괄하여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령층과 젊은 층이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
도록 지원하는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세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첩경이
자 세대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에 입각한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진단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하지만 그간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와 관련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 관련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
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관련 교육정책과 정책과제를 분석하며, 국내외 프로그램 우수사례 분석
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관련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세대통합교육 관련 프로그램 담
당자, 청소년과 고령자 등 관계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실태 및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이 같은 종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의 방향 제시와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1차년도 작업으로서, 교육체제를 중심으로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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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체제 개선의 중요성 부각
한편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체제와 더불어 여타 사회체제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세대 간 격차 및 통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닌 영역으
로 정보체제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확산,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국적 구축,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다
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출현,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한 행정의 정보화,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
금융, 소비활동에서의 정보화 의존도 심화 등 정보화의 ‘일상화’, ‘전면화’에 따른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사회변동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격차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
는 개연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보격차의 심화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정보격차의 원인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세대 간의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들은 주
로 고령층이나 청소년층 등 특정 세대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거나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신세대와 기성세대를 연계하고 세대 간을 통합하는 관점에서의 연구와 정책은 매우 부족한 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유관 분야의 세대갈등 관련 각종 문헌과 세대 간의 정보격차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및 국내외 프로그램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화 분야에서의 세대통합을 위한 개선 전
략 마련을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이 사회구성
원들의 인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 담당자, 청소년과 고령자 등 관계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갈등과 통합에 대한 인식 실태 및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이 같은 종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의 방향 제시와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1차년도 작업으로서, 교육체제와 더불어 정보체제를 중심으로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현실을 진
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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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상술한 연구의 사회적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 사회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개
방적 태도를 육성함으로써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전략을 모색하
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3년간의 연구로써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를 도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2013~2015년의 3개년에 걸쳐 각 연
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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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인식조사 실시 결과 분석.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세대통합
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2차년도 (2014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Ⅱ) - 미래 전망 및 세대통
합성 진단검사 개발
-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세대통합 관련 미래 전망 및 이슈 발굴, 세대통합성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3차년도 (2015년)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Ⅲ) -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 세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통한 본 조사 실시 및 심층적 결과 분석, 1･2차년도 연구결과 및 세
대통합성 진단검사를 통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제시

3차년도에 걸친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을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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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연차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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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범위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체제와 더불어 정치, 경제, 정보, 문화 등 여타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노력과 대응 방안의 탐색이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여건 상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체제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세대통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닌
정보체제를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교육체제는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완화하고 세
대 간에 이해와 공감, 타협, 상호존중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
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일은 세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첩경이자 세대갈등
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체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
입 등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갈등이 급속하게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영역이다. 디지털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정보접근 기회의 확충, 정보이용능력의 함양, 생산적인 정보활
용력의 촉진 등을 통해 세대 간 정보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가 함께 참여
하는 정보사회통합은 의식과 행동의 부조화 및 소통 부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와
소통을 통해 세대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체제’와 ‘정보체제’라는 크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각 체제가 가지는 특성
과 장점을 최대화 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방안과 과
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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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연구의 범위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신뢰감과 호혜성을 기초로 물질적･비물질적 가치를 공유함으
로써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켜가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홍영란 외, 2003)으로 정의한다.

◦ 세대 및 세대 구분
세대라는 용어는 연령이나 생애단계(20대 청소년세대, 노인세대 등)를 의미하기도 하고, 부모-자
녀 관계(노부모-성인자녀세대)를 지칭하기도 하며,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전후
세대, 419세대)로 사용되기도 한다(박재흥, 2003).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세대’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
를 따라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교육과 정보체제에 공통적 세대 구분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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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갈등
세대갈등이란 세대 간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관념적 갈등뿐만 아니라,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을 포괄하는 개념(Riley, 1985; 박재흥, 2010에서 재인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관념적
갈등은 세대갈등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이미지로서, 세대 간의 기본 가치와 목표의 충돌에서 기인
하는 갈등이며, 권력 갈등은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고 여길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Riley, 1985). 예를 들면, 정년 단축 시도에 대한 집단적 반발과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배분적 갈등은 각 연령계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
와 보상의 상대적 몫을 둘러싼 갈등이며(Riley, 1985) 연공제와 성과급제를 둘러싼 갈등, 노인복지
비 증액과 관련된 갈등이 여기에 속한다.

◦ 세대통합
세대통합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논의된 세대통합
개념 중 일반적으로는,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세대통합이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McClusky, 1990)으로 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 ‘세대 간의 상호이해 능력인 세대공감 능력(generation literacy)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상태’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 세대통합교육
세대통합교육은 학자에 따라 세대공동체교육, 간 세대교육, 세대 간 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된다(박미진, 2010).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협동과 소통
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자 한다.

◦ 정보격차
정보격차 개념은 본래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정보 불평등 현상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나 기제로 결합･작
동하게 되면서 보다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보격차란 단순히 정보의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정보화시대의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포괄하는 용어
로 보고자 한다(최두진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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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 세대통합 논의의 배경에 대한 이론적 이해
3차년에 걸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1차년도 연구에서는 관련 개념을 폭넓게
검토하여 세대통합 논의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
통합의 상위 차원으로써 사회통합을 비롯하여 세대통합 및 세대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
하였다. 또한 세대통합 논의의 핵심 배경을 제공하는 고령화 현상, 정보격차 등과 관련하여 선행 연
구문헌,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세대통합 논의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세대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태 진단
세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써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세대통합교육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사회통합의 개념 및 실태 진단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정보격차 분야에 대해 관련 개념과 이론, 자료 등
을 분석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였으며, 세대통합에 있어서 세대 간 정보격
차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 세대통합 관련 정책 분석
교육과 정보 분야에서 수립･시행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역대 정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고,
정보 분야의 세대격차 해소 관련 정책 중 구체적으로 장년 및 고령층 정보화 교육, 노소 공감 프로
젝트, 세대 간 정보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였다.

◦ 세대통합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와 정보 분야의 국내와 해외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세대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의견조사 분석
교육 분야와 정보 분야에서 청소년, 고령자, 교육기관 프로그램 담당자(이하 교육기관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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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관련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결
과를 분석하였다. 교육 분야 세대격차 및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세대통합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대
상으로 세대갈등 경험,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 세대통합교육 관련 요구 등에 관한 의견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세대갈등과 통합에 대한 인식 실태 및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보 분야 세대
격차 및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갈등과 통합에 대한 인식 실태 및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의 세대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이해, 실태 진단,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의견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
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5 연구 방법
◦ 연구 추진 단계 및 방법
1차년도의 본 연구는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의견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세대통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 분야 및 정보 분야 세대통합의 실태
를 진단하며, 관련 정책과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의견조사를 통해 세대통합 인식 실태
와 개선점을 파악하는 등의 제반 절차와 방법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 수행을 위한 추진 단계 및 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Ⅰ-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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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 연구의 추진 단계 및 방법

◦ 문헌 연구
본 연구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세대통합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
합, 세대갈등, 고령화 현상,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교육, 세대 간 정보격차와 정보사회통합에 대해
심도 있는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단행본, 연구기관 보고서, 학위논문, 전문학
술지 게재논문 등을 광범하게 검토하였으며, 이 같은 문헌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과제를 관
통하는 정확하고 일관된 논의를 위해 사회통합, 세대 구분, 세대통합, 세대갈등, 정보격차 등 주요
개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아울러 교육 및 정보 분야의 실태 진단을 위해 기존에 발간된 문헌
및 통계자료에 대한 2차 분석도 수행하였다.

◦ 관련 정책 분석
교육 및 정보 분야의 관련 정책을 수집･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세대통합 관련 정책을 수집･분석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의 세대통합교육 관련 정책,
정보 분야의 경우에는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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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분석
교육 및 정보 분야의 국내 및 해외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사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공통적으로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세대통합교육 관련 프로그램 사례, 정보 분야의 경우에는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프로그램
사례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
중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태, 프로그램 참여율과 규모, 추진체제,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대표적
인 사례들을 선정한 후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대해 공통된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의 일관성과 체
계성을 도모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하고, ‘필요성 및 목적’, ‘주요 내용’, ‘성과 및 시사점’을 공통된 분석기준으로 적용하여 체계적
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각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세대통합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내용’, ‘성과 및 시사점’을 공통된 분
석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끝으로 국내 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의견조사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세대통합과 세대통합교육 및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등에
관한 인식 실태 진단과 개선점 파악을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의 대상은 교육 분야
의 청소년,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 그리고 정보 분야의 청소년,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의 총 6
개 집단의 각 집단별로 20명 정도 규모로 실시하였다.

- 청소년 :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논의의 주요 당사자인 젊은 세대의 실태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학교 안팎에서 교과 교육과정,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접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 고령자 : 본 연구주제의 특성 상, 세대통합 실태 진단을 위해서 고령자 집단에 대한 인식조
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설문조사와는 달리 의견조사의 경우에는 보다 심층적
인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바, 고령자의 경우 이 같은 연구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제공
해줄 수 있는 식견을 갖춘 프로그램 유경험자 등을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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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담당자 : 현재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되므로 평
생교육기관 세대통합 프로그램 담당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와 담당 교･강사 등)들을 대
상으로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현황, 관련 인식, 개선점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기관 담당자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규모와 성격,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
상자를 선정하였다.

의견조사는 이메일 조사 혹은 면대면 상황에서 조사지에 응답자가 직접 의견을 기입하는 방법으
로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를 통해 주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대갈등 경험, 세대통합 관련 실태
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또는 참여 경험,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 등
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청소년,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를 망라한 공통질문과 조사대상
자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별로 특화된 질문이 포함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의견조사 대상별 조사 내용
의견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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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 내용

청소년

-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교과학습 경험이 있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내용 소개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을 위한 기타 제언

고령자

-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정보화 분야) 지원이나 대책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을 위한 기타 정책적 제언

교육기관 담당자

-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참여 또는 운영 경험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 활성화 장애 요인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정보화 분야) 지원이나 대책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을 위한 기타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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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를 통해 획득한 질적 자료는 교육 분야와 정보 분야에 걸쳐 일관성 있는 분석 방법을 통
하여 분석･기술되었으며, 1차년도 의견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2차년도에 실시될 진단검사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전문가 협의회
세대통합 관련 개념에 대한 논의, 세대통합 관련 교육정책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진단,
국내외 우수사례 선정 협의, 한국 사회에 적합한 세대통합 정책 방안 및 시사점 논의, 기타 연구진
행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연구주제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
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견조사 분석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 정책 세미나
한국 사회의 세대통합 실태 진단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쟁점화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세대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및 정보체제의 관점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 세미나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세대통합 담론의 지평
을 넓히고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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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대통합 논의의 배경

1 사회통합과 세대통합
가.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세대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 개념으로써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
요가 있다. 세대통합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위개념인 사회통합에 대한 견고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그 하위 개념인 세대통합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
이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부재한 상
황이다(노대명 외, 2009). 또한 다양한 사회통합 개념들은 각각 추구하는 관점에 따라 그 내용과 조
작적 정의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유사개념들이 존재한다(노대명 외,
2012). 이처럼 사회통합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 특정한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사회통합은 그 범위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와 부문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간학문적인 영역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사회통
합이란 사람들 간에 인종적･경제적･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야기되는 잠재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
미하며, 상호 신뢰, 호혜성, 사회 부문들 간의 연합체, 효과적 갈등 조정 제도 등이 실재함으로써 강
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Berkman & Kawachi, 2000).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인 각 개인과 집단이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배제되는
연속적인 과정인데 이는 공유가치나 사회적 공동 과제들에 대한 자발성 혹은 거부나 무관심으로 표
현될 수 있으며 인종, 문화, 종교, 성, 교육, 계층 등과 같은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Ritzen, 2000).
하이네만(Heyneman, 1998)은 이 복합적 요인을 규정하려는 시도로써, 인간의 협력적 행위는 분
명한 제도적 규칙의 모습으로 구체화되며, 모든 조직의 형태를 주도하고, 이 조직 내의 전통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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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관점을 취한 바 있다. 하이네만(1998)은 사회통합과 교육을 특별히 연관시켜 교육이 사회통
합에 기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명시하였는데 첫째, 교육은 개인 간 및 개인과 국가 간의 사회계약에
대한 공적 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교육은 사회계약 하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며, 셋
째, 교육은 사회계약을 위반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교육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데, 공립학교의 기본 목적은 교육을 통해 통합적
이고 평화적이며 정당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 재학 년
수에 의해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Ritzen, 2000).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함양해 가는 토대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단기적인 정책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범위나 효과에서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이나 평생교
육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사회 전반적인 통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
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생교육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 생태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민주성
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발전전략이 된다(Field, 2000). 지금까지의 평생교육이 기술성장(인적
자본) 모델과, 경제활동 뿐 만 아니라 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성장 모델을 중심
으로 한 것이었다면, 새롭게 부각시켜야 할 평생교육은 인적 자본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가치에 주
목하고 사회적 신뢰나 협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학습’이어야 한다(Coffield, 1999).
사회통합은 개인에게 교육･직업･건강 등에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로서의 책임 등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성과 신뢰감 등을 형성하는 한편 역사･정치･문화･시민 의식 등
국가 정체성의 확보를 그 기본 조건으로 한다(곽병선･홍영란, 2002).
다양한 사회통합 개념 중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통합은 ‘격차를 최소화
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할 사회적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며,
‘통합적 사회란 민주적 수단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지칭한다(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 캐나다 사회통합정책연구네트워크
(The Social Cohesion Network of the Policy Research Initiative)는 사회통합을 ‘가치를 공유하
고, 도전의식을 공유하며,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이 공동
체는 신뢰와 희망 그리고 상호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신뢰감과 호혜성을 기초로 물질적･
비물질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켜 가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홍영란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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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통합적 관점의 세대통합
사회통합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세대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합의된 정의가 이뤄지지 않
고 있으며, 논의의 대상으로서 세대통합 자체를 다루는 경우도 아직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세대통합에 대한 개념 논의 이전에 세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학자 만하임(K. Mannheim,
1952)이 사회학적 의미에서 세대를 해석한 ｢세대들의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세대는 사회과
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는 세대 연구를 통해 한 사회의 복잡한 사회 구성과 갈등
구조를 분석하여 사회변동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세대통합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세대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커처(Kertzer, 1983)는 세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세대의 대표적인 4가지 용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이종원･김영인, 2009).
첫째, 조부모-부모-자녀 관계와 같이 ‘친족 계보’(kinship descent)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
람들이란 의미로 사용하는 방법, 둘째,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시기 출생
집단으로 보는 입장, 셋째,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용법, 마지막
으로 특정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용법이 그것이다(Kertzer,
1983, 이종원･김영인, 2009에서 재인용).
세대 개념이 다의적이듯,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방법도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가장 널리 통용되
는 구분은 연대기적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신세대와 구세대 또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양분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유용한 구분방법으로 주관적･내면적 시간개념을 중시하는 관점이 있는데 유신
세대, IMF세대, 산업화 세대, 정보화 세대 같은 구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만하임은 사회학적 의미에서 세대를 해석한 ｢세대의 문제｣(1928)에서 ‘세대의 통합’이란 세대가
집단생활 속에서 서로 결합되고 서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힘이 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세대의
통합을 통해 세대는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맥클러스키(McClusky,
1990)는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 세대통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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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대갈등에 대한 이해
세대갈등은 지역갈등, 계급갈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의 하나로서 1990년대 신세
대라는 문화코드가 각종 매체를 지배하면서 세대, 세대갈등의 담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박재흥,
2010). 세대 개념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Mannheim, 1952). 역
사적 경험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세대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세대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재흥, 2005).
세대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세대 간 구분과 그 특성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화 세대’
는 6.25전쟁, 4.19, 5.16 등 국가적 대사건을 몸소 체험하면서 성장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고민
한 세대이며, 기성세대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한 세대이다. 또한 고령화 대비에 취약한 세대
이자, 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
화 세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해 온 세대로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회활동을 경험하였
으며,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대이자 개인적 욕구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에서 고뇌해 온 세대라는 특징을 보인다. 나아가 경제적 풍요와 외환위기를 동시적으로 체험한
세대이고 2002년 대선 이후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떠올랐으며, 동시에 고용불안과 자녀교육 등의 사
회적 문제 상황에 직면한 세대적 특성을 보인다. 한편 ‘정보화 세대’는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으
로 정보환경에 친숙한 세대이며,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결실을 동시에 향유한 세대로서 정치경제적
이념보다 문화 코드로 동질감을 느끼는 세대이다. 한국적 가치규범 대신 세계적 규준을 중시하며,
생존문제를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조되는 청년실업 문제에 직면한 세대적 특성
을 보인다(함인희, 2009).
세대갈등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한다(박재흥, 2005). 평균
수명의 증가로 한국사회의 연령 분포가 매우 넓어졌으며, 그 만큼 세대의 스펙트럼도 넓어졌으나
넓어진 스펙트럼에 비해 세대 간 접촉은 감소하였고, 접촉의 감소는 타 세대에 대한 이해도 감소시
켜, 각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입장이 반영된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고령인구에 대
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생산을 담당하는 미래세대의 공적 부담으로 이어져 세대 간 형평의 문제
와 이를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였다. 고령층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차별
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일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대선을 통해 연령･세대 간 정치적 성향과 시각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세대 간 차이 및 갈등이 더욱더 주목받게 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한정된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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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로 직결되면서 갈등의 폭은 점차 깊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박재흥, 2005).
다가오는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서는 세대의 구분이 더욱더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함인희, 2009), 이러한 다(多)세대 사회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는 세대 간 갈등보다 훨씬 더 첨예하고 복잡한 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세대 간 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과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둘러 싼 이해관계의 투쟁으로
변하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과 맞물려 더욱더 증폭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세대
통합 관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2 고령화 현상과 세대통합
가. 고령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
을 의미한다(United Nations, 2006; 박경숙, 2003). 즉 고령화는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 노인 인구
가 증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일컫는 비율적 개념
이다. 이 같은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나이 든
경제활동인구 또는 은퇴한 노인계층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며(OECD, 2000), 노인 인
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정
홍원 외, 2012). UN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
는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
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다세대 관계(multi-generational relationship)’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
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출생서열에 따른 대(代)의 개념으로 볼 때 최소 3세대가 공존하는 사례가
흔해지고, 향후에는 4세대의 공존도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 수
행된 한 조사(SHARE: 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에 따르면, 호주, 덴마크, 프랑
스, 스웨덴의 경우 50대 응답자의 25%가 4세대 가족이며, 노르웨이는 50대 응답자의 20%가 부모
중 한 명이 생존해 있고, 헝가리는 80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4세대 가족구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Hagested and Herlofson, 2005; 김선업, 2011에서 재인용). 이 같은 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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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관계의 존재는 해당 사회 내 세대 관계의 동학이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변모하게 됨을 의미
한다(Bentson, 2001).
고령화와 그로 인한 다세대 관계의 출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연령통합론과 갈등론의 두 가지
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연령통합론’에서는 고령화 및 다세대로
인해 세대 간 협력과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여러 가치를 공유하여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Riley, 1988). 그리하여 개인 차원에서는 세대 간 참여와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상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지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통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갈등론
적 시각에서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다자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의 양상을 띠
게 되는데, 특히 고령화로 인해 연령집단별 크기가 비슷해지면서 세대 간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으
로 예측한다. 그 중에서도 다세대의 중간에 낀 ‘샌드위치 세대’는 양면적 부담이 가중되어 다양한 갈
등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도 과거 문화와 최신 문화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세대 간에 문화적 긴장이 유발될 것으로 본다(김선업, 2011).
주지하는 것처럼 사회에 실재하는 세대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따라서 상술한 이론적 관점 가
운데 하나의 시각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와 그로 인한 세대 간 통합
과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처럼 다면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고령화의 실태
인구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근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해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 각종 위생시설의 개선 및 공중보건의 질적
향상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소아 사망률과 노령 인구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
되고 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구 고령화를 촉진시켜 노인 인구를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이정석･손원익, 2011).
OECD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1～2060년까지 OECD 회원국은 예외 없이 고령화 현상
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OECD, 2012). 실제로 OECD 회원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고령화 사
회의 추세를 보여 왔다. 1960년대 평균 노인인구 비중이 8.7%였고, 이러한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10.0%, 1980년 11.7%, 1990년 12.4%, 2000년 13.7%의 추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 Ⅱ-1>에는 세계 및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추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균 7.6%이던

32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것이 2050년에는 16.2%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가폭은 선진국에 비해 개도
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 선진국의 경우 15.9%에서 26.2%로 65% 증가하는 데 비해, 개도국은 5.8%
에서 14.6%로 252%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Ⅱ-1> 세계 및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단위: %)

구분

2010년

2050년

계

0~14

15~64

65+

80+

계

0~14

15~64

65+

80+

세계

100.0

26.9

65.5

7.6

1.5

100.0

19.6

64.1

16.2

4.3

선진국

100.0

16.5

67.5

15.9

4.3

100.0

15.4

58.4

26.2

9.5

개도국

100.0

29.2

65.0

5.8

0.9

100.0

20.3

65.0

14.6

3.5

아프리카

100.0

40.3

56.3

3.4

0.4

100.0

27.3

65.6

7.1

1.1

아시아

100.0

26.2

67.1

6.7

1.1

100.0

17.9

64.8

17.3

4.4

유럽

100.0

15.4

68.3

16.3

4.2

100.0

15.0

57.6

27.4

9.6

라틴아메리카

100.0

27.7

65.4

6.9

1.5

100.0

17.0

63.5

19.5

5.5

북아메리카

100.0

19.8

67.1

13.1

3.8

100.0

16.9

61.1

22.0

8.0

오세아니아

100.0

24.2

65.0

10.8

2.9

100.0

19.1

62.3

18.7

6.5

한국

100.0

16.2

72.9

11.0

1.9

100.0

8.9

53.0

38.2

14.5

북한

100.0

21.2

69.0

9.8

1.1

100.0

16.6

65.3

18.1

4.0

출처: 이정석･손원익(2011). 7쪽.
※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 추계 결과｣.

한편,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다(김태준 외 2007; 송창용･박보경, 2011; 민세진, 2012).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총 인구 감소 현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급격한 고령
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고령화가 완만히 진행된 유럽 국가들이 최근 고령화에 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유럽 국가들보
다 더욱더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민세진, 2012). 따라서 이 같은 한국 사회 고령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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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화의 영향
1)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파급 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는 우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문형표 외, 2004; OECD, 2005; 홍성태, 2007; 김양희 외 2010; 송창용･박보
경, 2011; 이정석･손원익, 2011; 이찬영 외 2011). 우선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생산가능(25~49세)
인구는 2007년을 정점(2,066만 명)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
력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며, 베이비
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대부분 빠져나가는 203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잠재적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귀
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총부양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12.6% 정도이나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7.7%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72.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는 2005년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 2.7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급격한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김태준 외, 2007).
교육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유･초･중등 정규교육 수요의 감소를 가져
올 것이며,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창용･박보경,
2011). 또한 고등교육 부문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 및 고등교육 재정 부문의 공부
담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된다(문형표 외, 2006).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보다 강조될 개연성이 크다.
그렇지만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연령대의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고령층의 비
율이 증가하면서 평생학습 참여율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직
업교육 참여율이 인구 구조 고령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송창용･박보경, 2011), 고
령층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고령화로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고령화의 중요한 영향이다. 특히 노인
질병은 대부분 만성 질병으로 오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상 노인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 구성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인의료
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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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박보경, 2011). 아울러 의료 부분의 공적 부담뿐만 아니라 연금, 노인 복지 등의 분야에서
도 광범하게 공공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명 외, 2003).

2) 세대 간 사회갈등 유발 요인화
고령화는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이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거론된다(이찬영 외, 2011; 홍두승 외, 2010). 실제로
최근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발생한 퇴직연령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청년층의 대규모 시위 참여도 이
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두승 외(2010)는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세대 간 갈등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는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에
서 비롯된다. 노인 인구 중에서도 80세를 넘어서는 고령층의 압도적인 증가는 돌봄의 필요와 요구
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돌봄에 대한 요구 증가와 의무감 간의 관계가 일상화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심리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어 갈등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부모
돌봄은 아동을 돌보는 일에 비해 여러 유형의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서 가족 간에 무척 다양한 갈등
을 표출시킨다. 수발자 부부 간 성별 갈등, 형제･자매 간 갈등, 부양노인과 피부양자녀 간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노부모를 위한 평균 수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내 주(主)수발자에게 전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부모 부양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송다영･박종서, 2011).
한편, 재산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된다. 고령화에 따른 재산상속 및
부양의식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규범의 상실을 초래하여 가족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
로써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분
석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비율은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
과는 노인세대일수록 상속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문제이며, 그에 따른 갈등상황을 젊은 세대에 비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은정, 2011).
아울러 고령화는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수면 위로 부각시킬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체로
젊은 층은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노인세대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
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1)에서는 이념적･정치적 성향이 40세 이하와 50세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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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40대에서는 보수에 비해 진보가 많지만, 50대
이상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집단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층 인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 노인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노인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변
화를 바라는 젊은 층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김선업, 2011). 우리 사회에서 선거 때마다 확
인되는 노소(老小)갈등이 이 같은 현실을 잘 대변해준다.

3 정보격차와 세대통합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6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구 선진국이 200여년 이상에 걸쳐 이룩해
온 산업화,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고도 경제성장
과 함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경
제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하는
등의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경제적,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
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하에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추진, ICT산업 육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급속한 사회변동의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지역 간
의 불균형적 발전, 정치적 이념 대립의 격화, 세대 간의 대립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사회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갈등이 모든 사회
에 존재하며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은 고전사회학에서부터 이야기되어 왔지만(홍두승 외, 2010), 사
회갈등이 지나칠 경우 갈등관리를 위한 과다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시스템의 붕괴마저 초래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주로 계급 또는
계층갈등, 정치적인 이념 대립, 발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등이 가장 커다란 주제로 다루어져 왔
으나, 최근에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가 국
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세대갈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세대논쟁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익숙한 디지털 시대와 IC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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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소외된 아날로그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
후 세대 문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세대갈등은 나이차이와 시대차이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다. 생물학적 개체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인생과정에 있어 각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공통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현
상이 나이차이(age effect)이며. 특정한 시대의 독특한 자연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중요한 역사적 시간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게 되는
현상이 시대차이(era effect)인데, 세대차이에는 이러한 나이 차이와 시대 차이가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로 녹아들어 있다고 한다(윤영민, 2001).
윤영민(2001)은 세대차이와 갈등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으나 현재의 세대갈등을 과거와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정보기술의 존재, 즉 사이버 공간의 존재라고 한다. 이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
들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채널을 확보하고 그들만의 문화적 체험공간을 향유함
으로써 부모와 청소년 세대의 전통적인 역할관계가 파괴되거나 역전되기도 한다. 청소년세대에 대
한 통제의 상실은 부모세대인 기성세대의 권위의 붕괴로 이어지고 두 세대 간에 사회화의 방식이나
문화적 코드(cultural code)가 상이함에 따라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부모세대인 기성시대와 청소년시대인 신세대 간 세대차이와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
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세대 간 ICT 기술에의 접근 수준과 ICT 활용능력(digital literacy)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 간의 정보격차이다. 아날로그 세대로 지칭되는 기성세대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소유
하고 이용하는 비율이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이나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정보격차 개념은 원래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나 기제로 결합･작동하게 되면
서 정보격차가 곧 정보화시대의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개념화되고 있다(최두
진 외, 2006).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컴퓨터와 유선 인터넷이 포화상태로 접어드는 가운데 질적 활용격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보격차 해소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에 따라 스마트 모바일사회로 진입하면서 모바일분야의 접근 격차와 스마트 모바일 활용 격차를 해
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정보 접
근격차 해소를 넘어 정보이용능력과 정보활용 격차를 해소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아울

KEDI 37

Ⅱ 세대통합 논의의 배경

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격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사회변동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거시적 환경변
화 속에 새로운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통합을 통한 사
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 진단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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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체제

1 세대통합교육의 개념과 이해
가. 세대통합교육의 개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을 위한 노력이 점증하고 있다. 모든 세대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통합의 문제는 세대와 세대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서 사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귀
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시도, 즉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Intergenerational Education 또는 The Community of
Generations Education)이 등장하게 되었다(한정란, 2002a; McClusky, 1990).
세대통합교육은 학자에 따라 세대공동체교육, 간 세대교육, 세대 간 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되는데(박미진, 2010), 서로 다른 세대 또는 서로 다른 연령 집단들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Sherron & Lumsden, 1990; McClusky, 1990).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고령화자문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는 세대통합교육을 ‘서로 다
른 두 세대들 간의 협동, 상호작용, 또는 교환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노인과 젊은이
들 사이에 기술, 지식,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Short et al., 1996; 박미진, 2010
에서 재인용). 이 같은 세대통합교육은 일반적으로 학습, 레크리에이션, 이벤트나 각종 활동, 자원
봉사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시행된다(나항진･염지혜, 2011).
세대통합교육은 각 세대들이 비록 각자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 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
도, 전체 생애의 일정 부분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며, 오히려 그
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활동할 때 서로 간의 세대차이로 인해 인생 전체의 경험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게 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한정란, 2001). 즉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각 세대는 자신들
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된다는 것이다(한정란, 2001). 이 같은 세대통합교육은 노인세대 입장에서는 학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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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는 점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젊은이들에게는 노인세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노화와 노인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인과 노화에 관한 교육’이 된다. 동시에 노인
들의 지혜를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노인에 의한 교육’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한정란, 2001).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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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편 세대통합교육은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모두 중요한
참여 주체로 삼는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세대통합 활동의 참여자로 아동･청소년 등 젊은 세대와
중간세대, 그리고 노인세대를 모두 상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등 젊은 세대는 과거 전통적인 세대통합 활동에서 주로 수혜자의 입장에
서 다소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세대통합의 상호성을 고려해 볼 때 세대통합 활동의 동등한 주
체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간세대 역시 세대통합 활동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집단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중간세대는 세대공동체 활동의 중재자이자 직접적인 참여자이면서
수혜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갖는다. 중간세대는 세대 간 프로그램의 촉매자 혹은 주도자로서의 역
할을 하며, 가족 안에서도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 중간세
대는 프로그램의 직･간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하다. 중간세대는 아동 및 청소년 참여자들의 부모로
서, 노인 참여자들의 자녀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또 세금부담자
로서 세대 간 프로그램의 혜택들을 체험하고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세대는 세대공동체에
서 중요한 학습자인 동시에 교육자원이다. 세대통합교육에서 노인세대는 연령적인 우위에서 비롯되
는 권위의식이나 경직성을 버리고, 하나의 동등한 구성원 자격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한정란, 2002b).
주지하는 것처럼 세대 간의 문제와 갈등, 서로에 대한 편견은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세대 간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류와 상호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해결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세대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세대통합교육은 핵가족
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자연스러운 세대 간 교류가 감소한 현대사회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과 노인세대는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교류와 접촉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연령과 세대에 속
한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등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수정하는 기회로 작용한다(변명연･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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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러한 연유로 세대통합교육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세대 간 평등과 형평이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한준상 외, 2000).

나. 세대통합교육의 이론적 근거
세대통합교육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교육이 바탕을 두고 있는 학문
적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무척 유용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세대통합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개
괄해 보고, 세대통합교육이 지향하는 이념과 세대통합교육의 실현 조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대통합교육은 듀이(Dewey),
에릭슨(Erikson), 몬테소리(Montessori), 비고츠키(Vygotsky)와 같은 발달론적 교육사상가들의 주
장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19세기 이후 듀이, 에릭슨, 몬테소리, 비고츠키 등 발달론적 교육사상가
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때 성인의 존재는 아동에게 다양한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비고츠키는 아동에게 지식･기
술･문화를 전수하는 데 있어 다양한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고, 듀이는 아동에게 교육적 환
경을 제공하는 사회를 강조하였다. 또한 몬테소리는 아동을 이해하는 성숙한 성인촉진자의 필요성
을 역설하였다. 세대통합교육이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상술한 아동발달이론가들의 주장은
세대통합교육의 근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Newman et al., 1997; 나항진･염지혜,
2011에서 재인용).
한편 세대통합교육은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론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대
간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대통합교육에 관해 사회심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인, 현실
적 집단갈등 이론(theory of realistic intergroup conflict),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사회적 접촉 가설(social contact hypothesis)을 활용해 설명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이 있다.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서로 다른 세대
가 각각 다른 목표를 지향하며 제한된 자원을 놓고 현실적으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본다.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각 세대집단은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갈등을 갖게
되며,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의 현실적인 경쟁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는 것이다(한정란, 2002a). 이러한 현실적 갈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본래 집단 목표나 이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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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고 상위적인 공통의 목표를 두 집단에 제시할 경우 집단 간의 태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제
안하고 있다. 즉 대립되는 목표보다 더 상위의 공통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즐겁고 이익이 되는 것일 때 집단 간의 갈등은 감소되며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이다(Hawkins, 1996).
이러한 현실적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세대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공통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각 집단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다. 즉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각 세대는 공통된 이해와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발전시
켜 나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 갈등을 극복하게 되며, 따라서 세대통합에 다가가게 된다
는 것이다(김귀자･한정란, 2005).
두 번째로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세대 간 갈등과 관련하여 인지적 요소
를 강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대해 ‘연령’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눈에
띄게 다른 특징을 인지했을 때 특히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Tajfel, 1978). 인간의 정
보처리능력은 제한적이어서 주어진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유목화하게 되
는데, 이러한 연유로 사람들을 남-여, 노인-젊은이 등 집단으로 분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 ingroup)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외집단, outgroup)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보면, 외집단에 부여하는 부정적 편견은 그 집단에 부여된 일반
적인 고정관념과 현격하게 상반되는 소수의 특출한 사례보다는, 조금씩 다른 불일치 사례들을 증가
시킴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Weber & Grocker, 1983). 이를 세대 간 갈등에 적용해보면, 젊은이
들이 노인에게 갖는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노인
들과 자주 접촉하게 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Kalavar, 2001). 따라서 상술한 이론에 근
거한다면, 젊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노인을 도와주는 방법보다는 노인으로부터 젊은이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능한 노인과 접촉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
다(Schwart & Simmons, 2001). 또한 가능한 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노인과
젊은 세대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Osborne Bullock, 2000).
이 같은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세대통합교육에 적용해보면, 세대통합교육은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집단이 아닌 하나의 학습집단화 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아울러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
통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김귀자･한정란, 2005).
세 번째로는 사회적 접촉 가설을 들 수 있다. 기실 사회적 접촉 가설은 세대 간 갈등을 비롯해 사

4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 주요한 이
론적 틀로 거론된다. 사회적 접촉 가설에서는 집단 간 갈등과 부정적 태도는 집단 간의 접촉 부족과
정보의 부족 및 오해에서 야기되는 다소 일시적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적 접촉 가설의
입장에서는 세대 간 갈등도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접촉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Seefeldt,
1987). 현대의 세대갈등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세대 간에 자주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서로 다른 세대 간에 빈번하게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정보를 얻을 기
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세대 간의 빈번한 접촉이야말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
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Gerelik et al., 2000). 따라서 사회적 접촉 가설에서는, 세대
통합교육이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귀자･한정란, 2005).
이 같은 세대통합교육에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념이 반영되는데, 한준상 외
(2000)는 세대통합교육의 이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세대통합교육은 개방성을 지향한다. 세대통합교육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사
람들이 지닌 세대 교류나 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습욕구를 반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
체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개방성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주체들의 다
양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 제공자 간의 협조 체제 및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은 접근의 용이성을 강조한다. 세대통합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학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예산 확보, 인
적･물적 자원 확보, 학습기회의 다양화,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교육기회의 제도화 그리고
소외집단의 교육 참여권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통합교육은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은 막대한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활용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얻어진
체험결과는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편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학습결과나
운영 노하우 등이 프로그램 진행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도 공유되어야 한다.
넷째, 세대통합교육은 통합성을 바탕에 둔다. 세대통합교육은 세대 간 차이를 적극 활용하며, 다
른 세대가 가진 능력을 전수한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에서 세대 간 차이는 자원으로 간주되며, 세
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세대통합교육에서는 세대
간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을 이룬다.
다섯째, 세대통합교육은 자존감을 지향한다.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정체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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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자존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교육의 내용은 참여자들에게 의미를 지
닐 수 있어야 하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 세대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조건
세대통합교육이 앞서 언급한 이념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세대 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
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팅과 그랜트 톰슨(Witting & Grant-Thompson, 1998)은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한
정란, 2002b에서 재인용).
첫째,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작용해야 한다. 흔히 노인과
어린 세대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주종(主從) 관계가 성립되기 쉬운데, 이러한 만남은 세대 간 갈등
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 관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가족 내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이다. 그렇다보니 가족 내 지위의 차이로 인해 노인과 젊은 세대의 관
계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특징지음으로써 세대 간 상호작용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할 때는 세대 간에 불평등한 지위가 형성되지 않고 평등
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대 간 만남은 상호의존적이고 협동적인 관계에 근거해
야 한다. 세대통합교육 활동 안에서 세대들이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거나 상호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될 경우, 세대 간 상호작용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대 간에 상호
협동하고 서로 의존해야만 원하는 활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세대통합교육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즉
세대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거나 지나치게 구조화 된 형식적인 것이어서
는 안 된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교
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동기화
시켜야 한다.
넷째, 세대통합교육 내용이 세대 간 편견과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세대통합교
육에서 다루는 내용과 활동들이 다른 세대가 지니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긍정
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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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대 간 접촉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들
에게 즐겁고 유익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의 목적은 모든 참여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 각자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대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세대들에게 다
른 세대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노인세대 및
노화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려 주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의 전달과 함께
세대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개선된다(Rich et al., 1983). 따라
서 노화에 관한 통계나 인구학적 지식, 노화과정과 노인에 관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등 사전에 노화
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세대가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교육활동에 참여함으
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
대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효과는 다양한 세대가 조화
를 이루고 세대 간의 형평과 통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좀 더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 노인
세대, 지역사회 등 편익의 수혜대상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인세대는 젊은 세대들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미래에 대한 이상과 포부를 되찾고,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
을 전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다(한정란, 2005).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인들은 보다 성공적으로 노화 과정을 거치고, 자아존중감
과 자기성취감이 제고되며, 고독감과 소외감은 줄이고, 독립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활동이 확대되고, 평생학습 경험도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다세대적 환경
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Newman et al., 1997; 최상민･한정란, 2007에서 재인용).
세대통합교육은 젊은 세대에게도 무척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기실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는
노인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설정하게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습하며,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개발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 자아존
중감이 증대되고,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지적으로 학업성취가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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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관한 지식이 증진되며, 창의성과 협동 기술 또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고, 약물이나 알코올, 학교중퇴와 같은
부정적 행동을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cCrea & Smith, 1997).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전통과 문화에 관한 집단활동이 활성화되
고,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이 형성･강화되며,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 간의 협력 체제가 구
축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수준의 사회적 자본 증진으로 이어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상민･한정란, 2007).

2 세대통합교육1)의 실태와 문제점
가. 세대통합교육의 발전 및 동향
세대통합교육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서구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 이질감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1960년대에
노인들과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Hanks
& Ponzetti, 2004; 배현미, 2003에서 재인용),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이에 관
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박미진, 2010).
그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통합교육은 거의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통합을 위
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노인 문제를 사회적 이슈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미국에서 1965년부터 각 급 학교와 지역사회센
터를 중심으로 세대공동체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의 괴리현상을 최소화하고 노인세대의 사회적 소
외를 예방하며, 노인인력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물론 세대통합교육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사회봉사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세대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사를 돌

1) 엄밀하게 말하면, 세대통합교육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다양한 하위 유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선행연구나 문헌들 중에는
“세대통합교육” 또는 “세대공동체교육”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육적 방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세대통합교
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여기에서는 가급적 ‘세대통합교육’ 또는 ‘세대공동체교육’으로 명시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다루고자 했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대통합 ‘활동’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교육적 내용, 방법,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
는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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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주거나, 결식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비나 생필품을 보조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은 젊은 세대가 열악한 여건에 처한 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혹은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대 간의 봉사활동은 일방적인 봉사일 뿐, 세대통합의 철학과 개념을 근거로 이루어
지는 세대 간의 쌍방향적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한준상 외, 2000).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여러 세대나 여러 연령집단이 함께 만나 하나의 공동체 안
에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여 세대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세대통합교육은 1993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박미진, 2010; 배현미, 2003). 한정란(1993)은 노인교육의 이름으로
세대통합교육의 개념을 소개했는데, 노인교육의 목적은 노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세대 간에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을 비롯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발달 단계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제안하였다(박미진, 2010).
이후 최근 들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각되
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대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과 연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그간 국내에서 실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주로 유아를 대상
으로 삼고 있으며(변명연･김은경, 2011), 학령기 학생들 혹은 대학생과 같은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
으로 실시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간 상호작용활동을 조사한 박경란 외
(2004)의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대공동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한 양승규
(2003)의 연구, 그리고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한정란･김귀자(2004)의 연구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나. 세대통합교육의 운영 실태
1) 세대통합교육의 유형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 적용된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표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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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세대 간 교류프로그램의 주요 유형 및 내용
구분

목적

세대 간
활동 - 노인이해
프로 - 노인기준비
그램

세대 간
- 노인재교육
교육
- 세대 간
프로
이해 증진
그램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영유아-노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영･유아 및 유아기관과 노인학교 간 공동으로 야외활동 및 각종
행사를 실시

초･중학생-노인이 함께하는 초･중학교의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노인 및 조부모를 초청하여 함
프로그램
께 활동
대학생-노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대학생 봉사활동 및 각종 대학의 행사에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함
께 참여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
프로그램

정규 중학교 및 대학, 대학원 과정에 노인학습자들을 참여시켜
학위를 수여

세대 간 사회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성인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노인학습자들을 같이 참
여시킴

학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정규 초･중학교의 특별활동에 지역사회 노인 및 조부모를 함께
참여시킴

교육 봉사 프로그램

대학생 노인교육 봉사(한글, 외국어, 컴퓨터 등), 노인 교수자 프
로그램(보조교사, 문화교실강사 등)

출처: 한정란(2001). 이은령(2009)의 86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유형의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방법은 흔히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방법이다. 레크리에이션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 레크리에이션은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까지 서먹하
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학습자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부로서 활용
될 수 있다. 아울러 레크리에이션만으로도 세대 간 통합의 학습 효과가 발휘된다(한정란, 2002b).
서로 다른 세대들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활동함으로써 연령에 근거한 고정관념을
깨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한정란, 2002b). 레크리에이션은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같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유
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가능한 한 서로 많은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배려하며, 승부를 가리는 게임은 노인과 유아･아동이 편을 가르기보다는 한 조를 이
루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도록 유도하는 게임들로 구성된다(한정란･양승규, 2003).
둘째, 봉사활동(public service)도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봉사활
동은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전통적인 세대 간 봉사 프로그램보다는 노인들과 젊은 세대가 상
호 도움을 제공하거나 양 세대가 함께 지역사회나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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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권장된다(한정란, 2002b).
셋째, 직접적인 교육(education) 활동이 있다. 교육은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성인이나 노인들에게도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가장 전통적인 세대통합교육은 노인들의 역사,
직업 등 다양한 지식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각되는 세대통합교육에
서는 보다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모색되고 있다. 상호성을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가 노인들에게 컴퓨
터 기술이나 외국어 등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울려 학습해나갈 수도 있다.
세대통합교육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전통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상
호 학습을 통해 세대통합을 몸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교육경험은 참여자들
의 경험과 시각의 범위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한정란, 2002b).

2) 실시 기관
가) 학교 밖에서의 세대통합교육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밖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과 노인복
지관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그간 수행된 세대통합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세대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유아 및 아동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아동이 노인세대와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특성과 행태적으로 상당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아동
들과 노인과의 상호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이은령, 2009). 아울러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기가 지나면 부정적으로 형성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부정적 고정관념은 비교적 항상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귀자, 2004; 이미애, 2007).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
되기 이전인 초등학교 또는 유아기 시기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에 가장 적합
한 시기이다(변명연･김은경, 2011). 이 같은 연유로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
램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 중에서는 유치원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이 대표적이다. 유치원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은 노인 세대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함
으로써 노인 세대-교사-유아로 이어지는 3세대 간의 조화롭고 상부상조적인 보살핌을 도모하여,
핵가족의 확산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교류가 부족한 유아들에게 할머니의 정을 통해 안
정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
어 종일제 유치원의 확대에 따라 유치원의 지원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종일제 유치원의 운영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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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육성･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유휴 인력화 된 중･고령 여성의 육아
경험을 활용하는 데도 정책적 목적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김태정, 2010에서 재인용).
이 사업은 2006년 도입되어 2006년 5~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확대･적용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세대는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
거나 요리활동 보조, 체험학습 및 현장학습 보조, 도서대출 업무, 실외놀이 활동 보조, 자유선택활
동 보조 등 교육활동 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그 외에 식사예절지도와 같은 기본생활지도
보조 등도 담당하였다(김태정, 2010). 이 사업은 중･고령 여성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에게는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해주며, 교사에게는 업무 경감의 효과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김영옥･운경선･문원자, 2009).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는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초
기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거론된다.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
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년
기 노인들이 ‘역할 없는 역할(rolelessness)’에서 벗어나 자아정체감 및 효능감을 갖게 함으로써 노
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잠재적 노인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지닌
노인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세대 간 통합을 이루는 데 있었다. 즉 유휴 노인층의 사회참여를 촉
진하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세대 간 단절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세대통합 및 노
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이 주체가 되어 유･소년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교육 프로그램과 1･2･3 세대의 공동 활동, 세대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 중심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며, 핵가족
화로 인하여 노인을 대할 기회가 적은 아동,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노인세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에 필요한 자원을 노인 고급 유용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교육비용을 절
감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귀자, 2004).

나)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아동･청소년기에는 학교가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통합교육과 관련
해서 학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세대통합교육
이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된 서구의 경우,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과 대조
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세대통합교육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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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봉사단(National Senior Service Corps: NSSC)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전국노인봉사단
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
로 하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이다(조성남･최선희･송유진,
2004). 이 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 가운데 고령자 학교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임무는 정규
수업시간 외 과외교습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글을 읽도록 돕는 것과, 학업 수행
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교
통보조, 자원봉사보험, 다른 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며 실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조성남･최선희･송유진, 2004).
또한 피츠버그 대학이 실시했던 프로그램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세대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예술가들
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 노령층 예술가들은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미술, 문학, 연극, 악기 연주 등 다
양한 분야의 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술을 접할 기
회가 적은 농촌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조
성남･최선희･송유진, 2004).
일본에서도 학교가 직접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학교들은 주로
특별한 날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청해 전통놀이를 배우거나 옛날이야기나 역사에 관한
이야기 듣기, 전통 장난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일일교사로 활
용하거나 운동대회나 견학 시 노인들을 동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와 접촉을 유도한다
(조성남･최선희･송유진, 2004).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 사회에 대비해 학교에서 세대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각 학교마다 창의적 재
량활동 시간에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
장에서는 과다한 교과 시수와 과중한 업무량, 담당 교과 이외의 영역에 대한 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재량시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배현미, 2003).
따라서 일부 소수 학교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 증진, 세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인세대와 함
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외에, 현재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대통합 관련 교육 내용은 ‘효(孝)교육’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효는 학교교육과정에 도덕과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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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이래 주요 지도덕목으로 다루어져 왔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노인세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
를 수 있는 이 같은 효(孝)교육도 세대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남･최
선희･송유진(2004)이 제7차 교육과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효에 관한 내용은
효행 기록하기, 효 교육, 효행학생 표창, 효도 숙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세대통합교육 관련 인식 및 참여 실태
금년도 연구는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하
므로,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세대통합교육 관련 인식과 참여 실태를 분석･제시하였다.

1) 인지 여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인지 정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이승자(2007)가 세대통합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세
대통합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나 과반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미진(2010)은 기존의 세대통합교육 논의가 주로 어린 세대와 노인세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중간세대를 중심으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필요성을 조사하
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간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
데, 조사 결과 세대통합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2%, 모른다는 응답이 81.8%로 나타나,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평생교육기관 참여
자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지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지율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박미진(2010)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지여부는 응답
자의 학력과 직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은
18.2% 인 반면 고졸 이하 학력은 5.1%가 인지하고 있었고, 대졸 이하는 18.7%, 대학원 이상은
23.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 참조). 직업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전문･관리
직 21.3%, 교육직･공무원 30.0%, 사무･기술직 3.4%, 자영업 4.8%, 주부 23.7%, 생산･서비스직
16.1%, 기타(학생, 무직) 17.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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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학력별 세대통합교육 인지 여부
출처: 박미진(2010). 62쪽의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Ⅲ-2] 직업별 세대통합교육 인지 여부
출처: 박미진(2010). 62쪽의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인지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은 정필복(2012)의 연
구를 통해 실제로 확인된다. 그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학부모 186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보육시설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85.5%
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고, 14.5%만이 인지하고 있었다([그림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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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학부모 대상 세대통합교육 인지 여부
출처: 정필복(2012). 45쪽의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한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인터
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8.5%로 그 뒤를 이었다.

2) 실시율 및 참여율
세대통합 프로그램 실시율 및 참여율 등 실제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현종(2003)이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노인시설,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3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고,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8%,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4.0%로 나타나, 대부분이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Ⅲ-4] 참조).
한편 박미진(2010)은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한 30~64세의 중간세대를 대상으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격적으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묻기에 앞서, 이 연구에
서는 넓은 의미에서 노인교육도 세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노인교육 참여 여부부터 조사
하였다. 먼저 그 결과부터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357명 가운데 노인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
답이 29.7%, 없다는 응답이 70.3%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을 세대통합교육으로 한
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일반인이 아닌 평생교육기관 이용자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못함을 잘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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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세대통합 프로그램 실시 여부
출처: 신현종(2003). 45쪽의 그림을 재구성

이어서 세대공동체교육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4%, 그렇
지 않다는 응답이 96.6%로 나타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Ⅲ-5] 참조).

[그림 Ⅲ-5] 세대통합교육 참여율
출처: 박미진(2010). 64쪽의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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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살펴본 인지 여부에서는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별로 인지율에 차이
가 나타난 데 비해, 참여율에서는 이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참여율 자체가 워낙 저조하여 학
력이나 소득, 직업과 같은 요인에 의한 편차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술한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세대통합교육은 실시율도 매우 낮고, 그렇다보니 참여율
자체도 무척 저조하다. 그렇지만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배현미(2003)가 대전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교육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100% 필요하다는 응답이 15.1%, 90~80% 필요
하다는 응답이 31.5%, 70~60%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35.6%, 50~40%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15.1%, 거의 불필요 하다는 응답이 2.7%로 파악되었다([그림 Ⅲ-6] 참조). 또한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인문제 해결 23.3%, 노년기 준비 42.5%, 더불어 살기 26.0%, 노인 이해 8.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Ⅲ-7] 참조). 이 같은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하였
음을 고려해보면, 상술한 결과는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
어 왔으며,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6]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출처: 배현미(2003). 57쪽의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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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출처: 배현미(2003). 57쪽의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한편, 보다 최근에 수행된 박미진(2010)의 연구에서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바에 따르면,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입장을 제외하면 세대통합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7.2%, ‘어느 정도 필요하다’ 56.3%,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 ‘전혀 필요하지 않다’ 0.3%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필요하다는 반응이 83.5%,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2.5%로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준다([그림 Ⅲ-8] 참조).

[그림 Ⅲ-8]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출처: 박미진(2010). 65쪽의 본문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 원 자료에서 ‘보통이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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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는 박경란
외(2004)와 조성남･최선희･송유진(2004)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경란 외(2004)가 초등학
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참여 아동들은 노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거나 교육을 받는 정적인 활동보다
는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조성남･최선희･송유진(2004)의 연구에서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중복선택이 가능하
도록 조사한 결과, ‘공연이나 전시 관람 등 세대 간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90.3%로
가장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대 간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나 게임’ 77.9%,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서증진 프로그램 74.7% 순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자들은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 및 관련 실태
세대통합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프
로그램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광범하게 조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권중돈(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3세대통합 프로그램’에 교육강사로 활동한 노인 223명, 학습자로 참여한 유아와
아동 1,687명 등 1,9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노인세대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참여한 후
에 상대 세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두 세대 간에 친밀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효과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전통학습 프로그램을 지도
한 노인과 세대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아동에게서 크게 관찰되었다. 이처럼 유아･아동세대에게 상대
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태도는 초기 유아기부터 형성되며(Rich et
al., 1983; 박경란 외, 2004에서 재인용),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태도가 더욱 공고해지게 되고, 일
단 형성된 태도는 변화되기 어렵다는 특성(이수원, 1980)이 있기 때문에, 유아･아동의 태도가 노인
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권중돈, 2005).
세대통합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여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임재택(2001)은 10개 유치

60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원과 1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아동 상호작용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는
데, 연구 결과 노인, 아동, 교사 및 학부모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노인의 각종 역할에 만족하였으며, 노인과의 전통에 대한 학습
활동도 재미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권오정(2004)은 노인과 유아 간 연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인성 발달 수준이 제고
되었고,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공동체 의식,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박연실(2010)은 농촌지역 노인과 유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유아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고
노인도 자아정체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나항진(2009)은 세대공동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자원자 17명과 공부방에
출석중인 어린이 자원자 17명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사전-사후 검사 및 인터뷰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프로그램 실
시 전에 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노인들 역시 어린이에 대한 태도가 세대 공동체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
한 후에 더 긍정적으로 변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한정란･양승규(2003)도 세대공동체 레크
리에이션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노인 17명과 8~9세 아동 17명 등 총 34명을 대상
으로 12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전-사후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의 상대에 대한 태도와 노인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정리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승자(2007)는 아동과 노인이 함께하는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 21명(실험집단 11명, 통제집단 10명), 아동 41명(실험집단
21명, 통제집단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은 사후접수가 4.32, 실험집단은
4.56으로 나타나,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허은주(2003)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아동보다 더 나이가 어린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
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대 간 학습활동은 어린이집 유아
에게도 무척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해 사회발달, 정서발달, 기본생활습관과 언어표현력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에게는 노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유아교육기관의 인력 보충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전래놀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도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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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간 세대통합교육은 학령기 이전 유아･아동과 노인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초･중･고생 등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박경란 외(2004), 변명
연･김은경(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박경란 외(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3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참여 후에 이루어진 평가에서 프로그램
에 참여한 아동들은 거의 대부분 세대 간 프로그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이은
령, 2009에서 재인용).
한편 변명연･김은경(2011)은 경남 창원 소재 지역아동센터와 사회교육센터에서 세대통합교육을
경험한 초등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세대통합
교육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참여 초등학생의 41.0%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나타냈고, 도
움이 된다 37.7%, 그저 그렇다 15.6%,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순
으로 파악되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8.7%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9] 참조).

[그림 Ⅲ-9] 세대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출처: 변명연･김은경(2011). 149쪽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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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로는 배현미(2003)의 연구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조사 결과 중학생들은
노인교육을 받고 난 후에 노인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의 미래 노년기를 고민하게 되었다’ 54.8%, ‘노인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52.1%, ‘노
인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37.0%,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31.5% 순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다([그림 Ⅲ-10] 참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노인교육이 노인 이해, 노인을 대하는 태도 및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의 노년기 준비에 대한 고민의 기회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Ⅲ-10] 노인교육의 효과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출처: 배현미(2003). 59쪽 표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최상민･한정란(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는 전남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2명 및 고등학생 20명과 무료노인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명을
대상으로 세대공동체 봉사학습을 실시하고, 세대공동체 봉사학습 전과 후의 청소년과 노인의 상호
태도 및 자아존중감, 그리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대공동체 봉사학습
에 참여한 후에 청소년들이 노인에게 갖는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어,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이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는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폭넓게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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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만 등(Newman et al., 1999)은 8~9세 연령대의 아동 60여명과 12명의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세
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프로그램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아동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아동들은 학교
과제에 대한 흥미와 친구관계가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교사들은 아동들이 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확신감과 사회적 기술 및 자기 통제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노인들
과 멘토링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아신뢰 수준이 제고되었고, 노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은령, 2009).
한편 리노트와 메롤라(Lynott & Merola, 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노인들
과 함께 5개월 이상의 연극 공연을 준비하여 공연을 하거나, 이야기책을 만들거나, 자서전을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노인들 역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던햄과 카사돈테
(Dunham & Casadonte, 2009)의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12명
의 남녀 노인 자원봉사자가 14주 동안 1주에 10시간씩 과학시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보
조교사로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고,
노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가족 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세대통합교육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또 참여자들의 연령대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마. 세대통합교육의 문제점
앞서 참여 실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실천, 실
제 운영 사례나 참여 실적 등이 무척 저조하여 이처럼 초기 태동 단계에 있는 세대통합교육과 관련
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교육의 문제점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세대 간 갈등
의 조짐이 일자리와 정치 분야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세대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세대통합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물론 유아교육기, 성인들의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세대통합교육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한준
상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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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련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율 자체가 높지 못하며, 그렇다보니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대 간 접촉을 경험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
셋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세대 간 접촉 기회가 내실 있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층별, 성별, 지
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같은 수요가 충분
히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이 짧은 시간 동안, 혹은 일회성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류를 통해 긍정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나항진, 2008).
다섯째, 참여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참여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특히 노인세
대의 경우, 프로그램의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편리한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나항진, 2008).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동적인 노인들과의 접촉 결과는 노인세대와 접촉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
들보다 오히려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
가 있다(Oljenik & LaRue, 1981; 변명연･김은경,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 노인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성격, 내용과 수준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3 세대통합 관련 교육정책 분석
세대통합 관련 교육정책 분석은, 1993년 문민정부 시기부터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
지 각 정부별로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그 가운데 세대통합과 직간접으
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정책 추진과제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분석의 대상
으로는 각 정부별, 연도별 교육부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통합 관련 교육정책의
방향과 정책 추진과제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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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과 과제(1993~1997년)
1993년에는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자주적･창의적인 인간교육 강화’를 강조하여 민주시민교육
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 경로효친, 우애, 민족애 등 인간의 존엄성을
내면화함으로써 민주시민 자질의 함양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로효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세대
통합과 관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한국
인상 구현을 최고 목표로 하였으며, 교양을 높여 삶의 질을 추구하고(교양), 덕성을 길러 도덕사회
를 이룩하며(덕성), 능력을 닦아 국가발전에 기여(능력)함으로써 도덕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는
인간중심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1994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을 이룩하는데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는 해였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생활습관 및 공동체의식과 태도의 함양, 가정･
학교･사회의 유기적 협동체제를 통한 실천적 태도의 함양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여기서 공동체의식
과 태도의 함양은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질서, 예절바른 생활 등 기본생활을 습관화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민주적 태
도, 생활양식 등 사회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실천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995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 일류의 역
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창의성 계발과 자율화 그리고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세계
인으로서의 자질과 윤리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먼저 초･중등교육의 자율화와 다
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경로효친 교육의 바탕 위에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실천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로효친 교육의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부모에게 감사
하고, 형제간의 우애와 웃어른 공경을 실천하며, 중학교에서는 전통예절의 의미 터득과 자율 실천
태도 함양을 학교급별 중점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또한 교과지도,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를 통해서
경로효친의 생활화를 지도하고, 우리 고전 읽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였다. 1995년은 가장 구체적이
고 직접적으로 경로효친 교육의 강화와 생활화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강조함으로써 세대통합교육
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에는 세계화･정보화의 21세기를 앞두고 개인의 자아 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전
략으로 설계된 교육개혁의 착근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 시기의 교육시책은 창의적
이고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자율과 책무성을 토대로 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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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초･중등교육에서는 인간
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화에 중점을 두고 개성 존중과 창의성 계발의 열린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실천 위주의 학교 인성교육을 실천
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 교육, 중･고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등 학교
급별에 따른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체계화된 실천 위주의 학교 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세대통합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역점 시책으로
학교현장 혁신운동 확산, 대학교육의 질 향상, 교육복지 구현 등이 제시되었다. 학교현장 혁신운동
가운데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체험학습 기회의 확대를 통한 인성교육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
으나, 그 외에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있어 세대통합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정책 추진과제들은 별로 발견하기 어려웠다.

나.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과 과제(1998~2002년)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셋째,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이었다. 첫해인 1998년의 교육정책은 지
속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구현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
의력을 신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평생학습
사회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역점시책으로는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 실
현, 고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및 자율화, 국제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 교육의 사
회복지기능 확충, 효율적인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 실현에 있어서 초･중등학교 열린교육 확산,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실시, 탐구학
습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조성을 통해 초･중등 교육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인격 존
중 풍토 조성,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국 확대 실시 등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1999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20세기 산업화･근대화 시대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천년, 새로
운 교육’을 준비하는 해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육가족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21세기 두뇌 강국
건설을 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었다.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 육
성을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강조하였는데,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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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입학제도의 마련을 계기로 교사중심･교과 성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여, 사람다운 사람
을 기르는 바탕 위에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성과 창의성
을 갖춘 인재양성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000년도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로는 국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덕･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탈피 및 특기･적성교육
활동 강화를 통해 모든 교과목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
천위주의 봉사활동과 각종 수련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폐교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을
활용한 야영･수련활동을 권장하였다.
2001년 정책 목표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수급의 균형을 유
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추진전략으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지평을 확대하
여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식사회를 뒷받침할 새로운 민주･윤리의식
정착과 확산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의 역기능 등 부작용의
증가에 대한 대처,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기본적 질서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도
덕성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가 발전과정에서 경시되기 쉬운 윤리의식 함양에 대한 범
부처적 대처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에는 주로 올바른 인성 함양,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등 민주시민의식 함양 수준의 매우 간접적인 정도의 세대통합 정책이었
던 것에 비해, 2001년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민주･윤리의식 정착과 확산을 강조하였던 점이
두드러진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기초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교육정보화 지속 추진, 학교 교육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전 국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능력중심 평생학습 사회구현, 여
성･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통
합을 위한 전 국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을 위해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확대, 퇴직교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
원 및 고령자 학원수강료 무료(할인) 추진 등은 세대통합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 추진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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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과제(2003~2007년)
2003년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정책의 기본방향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전 국민의 인
적자원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먼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
성 신장과 사기진작, 국민 기초능력 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
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책무성을 확립하고 체험･봉사활동 등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
한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2004년 교육정책 방향은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의 여건을 조
성하는데 있었다. 교육과 사회통합은 핵심적 추진과제 중 하나로써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며,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덕･체가 합일된 전
인교육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및 사회적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교
육기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초등교육
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방송통신고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
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평생교육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노인 대상 평생교육의 확대
는 세대통합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정책과제로써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
단의 운영을 지원하여 활성화 하는 등의 세부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2005년 8대 중점목표 중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사
회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충’과 관련한 이행 과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강화, 저출산 대비 유아교육 지원 확대, 장애학생 교육지원 확
대, 학교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이 수립･추진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사회통합의 맥락에
서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추구한 시기였다.
2006년 교육정책은 교육과 HRD의 혁신을 통해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표
를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와 학습하는 사회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인적자원 강국
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그 이행과제로써 지역 간･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교
육기회를 보장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였다.
2007년도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
는 한편, 교육안전망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생애 출발 지점부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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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가운데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되
어 2007년부터 본격 실시된 교육정책으로써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
유치원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이다. 유치원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은 중고령 여성을 위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육아 지원인력 확충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경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중고령 여
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유급 자원봉사활동으로써 중고령 여성을 유치원 보조교사로 채용하여 책
읽어주기, 자유선택 활동 보조, 급･간식 준비 및 배식 보조, 대･소변 돕기, 휴식 및 낮잠 지도, 특별
행사(현장학습, 운동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고령 세대-교사-유아로 이어지는 3세대 간의
조화롭고 상부상조적인 보살핌을 도모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 성과로써 중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기
회 확대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확보로 인한 유치원 교육 여건의
강화 및 유치원 교육에 대한 홍보 효과가 증대되었다. 특히 세대 간 교류가 부족한 유아들이 핵가족
화로 인해 느끼지 못하는 할머니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인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중고
령 여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인 유대감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세대통
합 교육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과제(2008~2012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하였고,
교육 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부
문에 있어서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교육복지의 기
반을 확충하는 등의 추진과제를 통해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세대통합과 관련한 정책이나 추진과제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2009년 추진 방향으로는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설정하고, 공교육 신뢰 확보 등의
목표를 세웠으나 역시 세대통합과 관련성 있는 정책이나 추진과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2010년의 교육정책 방향 중 간접적으로 세대통합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은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능동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한 창의와 배려의 조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핵심역량 및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창의･인성교육
에 맞는 평가방식의 개선, 창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
기 위한 학교환경의 조성 등이 추진되었다.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등은 간접적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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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교육정책 중점과제 중 하나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이었
다. 구체적 정책과제로 바른 인성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를 지향하였고,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
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에 따른 공동체 책임인식을 제고하
도록 하였다. 세대통합과 관련해서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강화, 공
동체 책임인식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들 수 있다.
인재대국 진입을 위한 2012년 정책방향은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이었다. 이를 위한 핵
심추진과제로는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을 모토로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방과
후학교 등을 통한 사교육 억제와 창의･인성교육 강화, 창의･인성교육 확산으로 깨어나는 교실 정착,
바른 인성 함양으로 나눔과 배려가 체화된 인재 육성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나라사랑 인성 프로그램’은 가정-지역사회와 함께 실천중심의 언어예절, 충･효교실, 윤
리교육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인성 프로그램 컨설팅단을 구성･운
영하여 우수사례를 보급･확산･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가정-지역사회와 함께
실천중심의 언어예절을 교육하고 충･효교실, 윤리교실을 운영하는 ‘민주시민 나라사랑 인성 프로그
램’은 세대통합과 관련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마. 평가 및 시사점
이상에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각 정부별로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그 가운데 세대통합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정책 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대통합과 관련된 교육정책이나 정
책 추진과제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세대 간의 공감과 협력, 상호이해를 돕
는 교육적 방안이나 조치는 참여정부 시대의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
으며, 세대통합을 위해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성을 찾아보자면 먼저 인간교육, 도덕교육의 맥락에서 세대통합과의 관련
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인간교육, 인간성 함양, 도덕교육의
일환으로써 민주시민교육 혹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과 태도 함양, 기초질서 및 예절교
육, 윤리의식 함양, 책임감 고취, 나눔과 배려의 체화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비
교적 가장 근접하게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는, 1995년도에 초･중등교육의 자
율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써 경로효친 교육의 강화와 생활화를 위해 경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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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교육의 바탕 위에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실천을 강조하였던 점이다. 더불어
2012년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도 유사한 맥락의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세대통합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2001년 사회통합을 촉
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민주･윤리의식 정착과 확산을 강조하였다. 초･중등
학교 단계에서부터 기본적 질서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발전과정에서 경시되기 쉬운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범부처적 대처가 필
요함을 강조하였다. 2002년에 사회통합을 위한 전 국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중 고령자
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해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퇴직교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
며, 고령자의 학원수강료를 무료(할인)화 하는 일 등은 세대통합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
추진과제이다. 2004년에는 교육복지와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평생교육의 확대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복지, 사회통합, 교육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사회 양극화 극복 등의 정책적 지향성은 참여정부 시기의 교육정책에 비교적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
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이 두터운 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부응하여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
고 추진하는 데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고령화에 대
비하는 사회적 장치와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은 시간이 갈수
록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은 특히 세대 간 유대와 공감, 이해와 타협
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에 세대 간의 이해와 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범교과적으로 도
입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체험학습활동 등을 통해서도 가
능하다. 정규 학교교육의 장면에서 실시되는 세대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이해를 촉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의식과 실천적 태도를 통해 육성될 수 있는 세대 간의 상호이해
능력인 세대공감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이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들은 그 연령층으로 보아 대부분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사이에 있는 중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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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속하므로, 양 세대를 이어주고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적절한 매개자의 위치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 중고령 인력을 활용한 세대 간 교류 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
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00년 158만 7,000명이던 50∼64세 중고령 여성 취업자는 2013년
9월 기준 289만 3,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별과 연령의 이중 차별 탓에
노동시장에서 하층 계급인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와 아동들에
게 세대통합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과 같은 여성 중고령 인력을 활용한 세대통합 정책의 시행을 통해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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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간 정보사회통합의 개념과 이해
가. 정보격차와 디지털 사회통합
정보통신기술(ICT)의 본격적인 등장과 혁신적인 발전으로 산업･경제 분야는 물론 사회체계 전반
에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인류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아직 세계
적으로 지식정보사회에 완전히 진입한 국가가 없지만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지능화와 네트워크화
의 진전, ICT 융합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후기정보사회, 스마트사회에 대한 논의가 유행
처럼 등장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무형의 정보와 지식이 정보산업의 토대가 되며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써, 정보를 가진 자(information haves)와 정보를 못 가진 자(information
have nots)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며 정보자산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exclusion)의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서구 선진국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ICT 기술의 확산에 따른 정보사회에 대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정보사회에 대한 상당수의 논의들은 기술 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적 시각에서 첨단 ICT 기술이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발전을 도모하여 인간의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장밋빛 낙관론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록 기술적 낙관론에 묻혀 집중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회과학분야의 미디어 비
판론자들과 문명비평가들을 중심으로 ICT 혁명에 의해 도래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논
의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보화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부의 양극화, 전자감
시사회의 도래, 개인정보 보호의 약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테러 등 정보위험의 증가, 인터
넷 중독이나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의 확산, 계층 간･사회 각 부문
간 정보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통합의 저해 등 정보화 역기능이 표출되면서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론
도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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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계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
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나 유럽 등 정보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적 핵
심과제로 부상했다. 또한 ICT 기술이 21세기에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동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OECD, ITU,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정보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정보격차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점
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격차란 용어가 연구분야나 정책보고서 및 언론보도 등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논자들 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2) ‘정
보격차’ 개념은 통상적으로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
러나 현대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이 다른 사회･경제적 불평등(socioeconomic
inequality)의 요인이나 기제와 결합･작동하게 되면서 정보격차가 곧 정보화시대의 구조화된 사회
적 불평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최두진 외, 2006).
한편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 대신
에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 혹은 e-Inclusion)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에
서는 모든 시민을 디지털 경제사회에 참여시켜 통합(inclusion)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기존의 정보접근의 유무 및 차이에만 머물지 않고 디지털 사회통합에 필요한 정보이용과
활용에서의 격차 해소에도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유럽 차원에서 추진
해온 I-2010 전략에는 정보접근성(e‑accessibility)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보역량(e‑competences),
사회문화적 디지털 통합(social‑cultural e‑inclusion), 지리적 디지털 통합(geographical e‑inclusion),
통합적인 전자정부(inclusive e‑Government), 장애인과 노인들의 정보사회참여 등의 정책이 포괄
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른 정보격차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보화 초기단계에
서는 정보접근 격차가 나타나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보화가 성숙되는 단계에 이르면,
정보이용능력이나 정보활용의 수준 격차가 보다 중요해 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격차와 디지털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논의를 중심으로 정보격차가 지식정보사회에
서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시키고 사회 계층 간, 부문 간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스마트 모바일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보격차 현상이 대두
되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면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정보격차 용어의 기원과 개념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David Gunkel(2003). “Second thoughts : toward
a critique of the digital divide”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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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 간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우리 사회에서 세대 논쟁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 신세대, 오렌지족 등 기존
의 형식을 파괴한 문화가 등장하면서 신세대 논쟁이 활발했던 1993년을 전후한 시기와, 월드컵 거
리 응원, 광화문 촛불시위, 노사모, 16대 대선 등 세대 간 정치논쟁이 쟁점화 되었던 시기이다(홍덕
률, 2003).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세대 간의 격차와 차이에 대한 논쟁은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
와 디지털 세대인 신세대 간의 ICT 기술에의 접근능력과 활용능력 차이에서 빚어지는 세대 간의 정
보격차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세대 간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청소년 신세대와 부모세대, 노인 등 기성세대와의 정보접근, 정보이용능력, 정보활용 측면에서의
정보격차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는 통상적으로 디지털세대로 명명되는 청소년 신
세대의 특성이나 가치관 등을 연구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성세대나 고령자들의 정보통신기술 이용방식이나 특성에 관한 연구도 일
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기능이 정보검색, 메일 송수신, 커뮤니티 활동, 홈트레이딩, 홈뱅킹, 홈쇼핑, 전자정부
서비스, 온라인교육, 게임･오락 등 매우 다양하듯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용 양상도 세대
간에 매우 상이하다. 이것은 세대 간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능력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
니라 관심사나 욕구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정보격차의 양상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기의
보유 수준,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정보이용능력, 그리고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문화
활동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양한 정보활용 방식의 차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연구는 해외의 경우 주로 IT관련 전문 조사기관이나 컨설팅회사 등에서 매년 컴퓨터
나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매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매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
조사>와 장애인, 농어민, 장노년층, 저소득층과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의 정보격차 실태의 다양한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세대
별 인터넷 활용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가 2009년에 발표한 “Generation Online in 2009” 보고
서에 나타난 세대구분과 인터넷 활용비율을 보면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다(권성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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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세대 구분과 인터넷 활용 비율
구분

출생연도 및 연령

인구 구성비

인터넷 활용 인구 비율

Y세대(밀레니얼스)

1977-1990 출생, 18~32세

26%

30%

X세대

1965-1975 출생, 33~44세

20%

23%

후기 베이비붐 세대

1955-1964 출생, 45~54세

20%

22%

전기 베이비붐 세대

1946-1954 출생, 55~63세

13%

13%

사일런트(silent) 세대

1937-1945 출생, 64~72세

9%

7%

G.I 세대

1936 이전 출생, 73세 이상

9%

4%

출처: 권성미(2009). 89쪽에서 재인용

<표 Ⅳ-1>에서 보듯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구구성비 대비 낮은 인터넷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
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동영상, 문자메시지, SNS 사이트, 음악 다운로드, 블로그 활
동 등은 세대 간 참여율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메일, 검색엔진, 제품 검색, 뉴스 읽기, 여
행 예약, 구직 정보 등은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들로 조사
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국과 비교해 본 결과 연령대별 온
라인 활동 참여격차가 미국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instant
messenger)3), 커뮤니티, 블로그 이용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20대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고 연령대
에 비례하여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며, 이메일 및 인터넷신문은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참여하는 보편
적인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한편 정보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연구를 한 이성식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세대보다
기성세대가 세대차이나 세대갈등을 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정보
화 환경이 열악하거나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기성시대일수록 세대갈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대 간의 정보화 환경이나 정보이용능력 및 정보활용 면에
서 격차가 클수록 이것이 세대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대 간 정보격차에 대한 두 번째 연구경향은 디지털세대로 불리는 신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갈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이들은 정보화세대, N세대, 20~30세대, 넷
세대, SN세대, 웹2.0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디지털세대의 특징과 다양한
차원의 가치관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분석함으
3) 인스턴트 메신저란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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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세대 간의 갈등 원인이나 그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디지털세대에 대한 연구는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인터넷의 활발
한 활용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사회전체가 급속한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는 연구이며, 두 번째 관점은 새로운 세대의 기술적 특성이 사이버공간을 넘어서서 물리적 공간
에서도 발현되면서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주체로 거듭났음을 주목하는 연구들이다(김기환･윤상오･
조주은, 2009).
디지털 세대의 특징을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김용섭(2005)과 탭스콧(Tapscott,
2009)을 들 수 있다. 김용섭(2005)은 디지털 신인류를 연령에 상관없이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특성
을 향유하고 있으면 모두가 같은 디지털 신인류로 지칭한다. 그는 디지털 신인류의 주요 특성을 12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신인류는 개인주의적이며, 네트워크 중심적이고, 생산적 소비지향
이며, 복합･융합적이다. 또한 그들은 오락과 재미를 추구하며, 도전적이고, 자기과시적이며 이미지
중심적이다. 이외에도 기술소비적이고,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모호하며, 빨리 빨리 문화가 확대 재
생산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을 원한다고 한다.
한편 탭스콧(2009)은 넷세대가 8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부모와 다르다면서 8가지 차별화된 특성
을 넷세대의 규범(norm)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8가지 규범은 다음과 같다.
① 넷세대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유’를 원한다.
② 넷세대는 맞춤화하고 개인화하는 것을 사랑한다.
③ 넷세대는 새로운 감시자다.
④ 넷세대는 무엇을 사고, 어디서 일할지 결정할 때 기업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⑤ 넷세대는 일, 교육, 사회생활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놀이를 원한다.
⑥ 넷세대는 협업과 관계를 중시한다.
⑦ 넷세대는 속도를 요구한다.
⑧ 넷세대는 혁신을 주도한다(텝스콧, 2009).

디지털 세대가 사이버공간을 넘어 물리적인 현실공간에서도 사회변혁의 주체로 등장하는데 관심
을 가진 두 번째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송호근(2003)의 ‘2002년 세대’에 대한 연구, 홍덕률
(2003)의 정보화세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현우(2005)의 ‘2030 세대’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사회에서 IMF를 거치면서 태동한 신세대가 2002년 월드컵과 노사모와 17대 대선,
촛불시위 등의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을 무기로 사회변혁의 주체로도 성장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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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2003)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인터넷 혁명으로 2002년 세대는 거부와 전복을 실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한다. 2030 세대는 문화의 객체에 머물지 않고 문화의 주체적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회변동의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홍덕률(2003)은 한국사회의 변동과정에서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정보화세대가 지닌 사회변동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지적
하면서 정보화세대가 학생시절부터 정보화기기에 파묻혀 자라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활화 된 첫
세대라고 설명하였다(김기환･윤상오･조주은, 2009). 또한 홍덕률(2003)은 정보화세대가 논리보다
감성에 따라 움직이며, 새로운 문화를 매우 빠르게 받아들이고, 수평적 인간관계와 탈권위적 조직
문화를 선호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2002년 월드컵의 거리 응원과 촛불시위, 노사모 활동
에 적극 참여하면서 원자화된 세대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보유하고 정치와 문화를 결합시킨 세대
로 거듭났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우(2005) 역시 2002년 이후 우리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변혁을 이끌고 있는 20~30대
연령층에 주목하면서, 2030 세대가 단순히 인터넷 등의 기술만을 잘 다루는 넷세대가 아니라 기성
세대 보다 더 많은 지식과 자원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디지털 시대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치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특히 디지털 세대의 정치참여와
사회변혁 주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인 연구자와 핵심
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2> 인터넷과 세대 연구
연구자

연도

주요 내용

이현우

2005

- 인터넷세대를 2030세대로 규정
- 숙의적 공론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플래시나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문화적 감성적
관여도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

리빙스톤･
콜드･마켐

2007

- 영국의 20대 정치참여 현상을 분석
- 낮은 수준이지만 인터넷이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로더

2007

- 정치환경에서의 자기 정체성의 재구조화에 따른 새로운 패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인터넷세대의 정치참여 관심사가 정당과 선거, 민주주의 등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인지된 정치영
역(성, 정체성, 환경, 소비자운동, 젠더, 글로벌 정의)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

2008

- 한국 청소년들의 2008년 촛불시위 정치참여 현상 분석
- 정치참여 시각의 변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기존과는 다른 유희적이고 창조적인 참여
방식에 주목
- 세대의 가치집단으로서의 의미 해석

윤성이･
장우영

82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연구자

연도

주요 내용

몽고메리

2007

- 기술에 익숙한 정치, 경제, 문화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세대의 등장
- 동등계층형 정치 : 시민들 간의 연계로서 젊은 층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고, 동원을 위한
‘정치-기술적 하이브리드형 조직(political-technical hybrid organizations)’의 형성

탭스콧

2009

- 세대진화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사회의 ‘넷세대’ 주장
- 넷세대는 정치적으로 자기조직화에 대한 부담이 적고, SNS를 통한 다양한 참여경험이 기존
세대에 비해 참여지향적인 세대가 될 것
- 민주주의 차원에서 일부 SNS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만,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란
낙관적인 관점을 제시

퀄먼

2009

- SNS 기반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삶의 발견
- 오바마의 SNS 기반 웹 캠페인의 효율성 증명
- 새로운 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주도하고 트랜드를 만들 것 예견

랭카스타･
스틸만

2010

- 사회 현상으로서 M팩터(M-Factor) 개념
- 밀레니얼 제너레이션(millenial generation) 규정

출처: 송경재(2011). 64쪽.

위의 <표 Ⅳ-2>에서 보듯이, 디지털 세대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세대의 정치
참여효과 등에 주목하였으며, 그 후 연구들은 청소년 시대의 소셜 네트워킹 과정의 분석, SNS와 무
선인터넷 사용자들의 새로운 정치･사회 관계망 분석 등의 연구로 발전해 오고 있다(송경재, 2011).
이상에서 세대 간의 정보격차와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대표적인 선행연구
와 논의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정
보격차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세대 간 정보격차의 실태와 문제점4)
가. 연령별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한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7
월 현재 만 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 수준이며 이를 이용자수로 환산하면
38,120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연령별로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현황
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매년 만 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와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기관에
서 조사한 2012년도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세대 간 정보격차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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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 20대, 30대는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10세 미만의 아동과 40대는 약 90%에 근접한 수준이며, 50대는 60.1%, 60대는 38.5% 수준에
그치고 70세 이상은 불과 9.7%에 그치고 있다.

<표 Ⅳ-3>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단위: %, 천명)

연령

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인터넷이용률

88.2

99.9

99.9

99.5

89.6

60.1

38.5

9.7

인터넷이용자수

2,840

6,370

6,820

7,970

7,640

4,460

1,630

390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6쪽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1.7시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18.8시
간), 40대(17.8시간), 10대(14.1시간) 순이며, 장노년층인 50대는 11.0시간, 60세 이상은 9.8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제 인터넷 이용활동을 중심으로 연령별 이용특성을 살펴보겠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
이션 활동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연령별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용 현황
(단위: %)

연령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이메일 이용

78.7

99.2

93.7

82.7

75.5

53.2

인스턴트 메신저

72.0

89.9

68.1

41.2

29.3

18.5

SNS 이용

79.8

90.2

72.2

52.3

42.9

27.3

블로그 운영

64.5

79.9

51.4

29.0

26.5

17.4

커뮤니티 이용

50.5

75.5

54.9

37.4

27.5

15.2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59~76쪽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자신의 블로그 운영, 커뮤니티 이용 등의 커뮤니
케이션 활동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는 반면, 50~60대의 장노년층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SNS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은 젊은 층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블로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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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등의 경제 활동을 하는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5> 연령별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연령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

70.5

90.2

78.1

49.1

33.5

18.9

소셜커머스 이용

6.7

25.1

15.9

5.3

3.6

1.6

인터넷 뱅킹 이용

15.4

61.7

61.5

41.3

30.2

16.2

11.6

9.6

인터넷주식거래 이용

9.5

7.4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79-96쪽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먼저 인터넷 쇼핑 현황을 보면 20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 활동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와 30대도 70~80%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40대는 49.1% 정도이고 50
대 이상의 장노년층은 3~4명에 한명 꼴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커머스
의 경우 가장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여서 20~30대를 제외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경우도 20~30대는 6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장노년층인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0.2%, 1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거래인 홈트레이딩의
경우 대부분의 10% 미만 수준인데 이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여 분석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 활동의 중의 하나인 미디어 이용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표 Ⅳ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6> 연령별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활용 현황
(단위: %)

연령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인터넷TV

45.1

72.9

48.5

35.1

25.7

18.6

인터넷신문

58.9

99.3

97.1

93.9

92.9

69.4

인터넷라디오

28.9

52.1

37.6

31.2

25.3

18.4

인터넷영화

49.6

83.0

63.3

40.0

25.6

10.8

인터넷잡지/서적

47.0

69.5

51.8

38.5

36.1

23.1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103-116쪽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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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는 인터넷신문임을 알 수 있다. 인터
넷신문의 경우 장노년층도 그 어떤 인터넷 서비스보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TV나 인터넷 영화와 같은 영상미디어의 경우 20~30대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상대
적으로 이용률이 1/4~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생산과 공유, 온라인 사회참여 등 인터넷의 응용 심화 활용 수준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표 Ⅳ-7>에서 보는바와 같다.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정보환경에서의 연령별 인터넷 생
산적 활용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인터넷 응용, 심화 활용수준이 가장 높으며, 고연령일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
‘SNS 이용’,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 등의 활동은
대부분이 10%대 내외로 20대 연령층의 10~2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연령별 인터넷의 생산적 활용수준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국민

정보생산 활동률

53.0

66.4

49.9

32.1

20.1

8.7

43.9

정보공유 활동률

50.8

60.7

47.5

34.8

23.3

12.4

43.0

SNS 이용률

75.8

81.8

65.2

39.7

24.7

13.3

57.2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27.2

40.0

33.3

22.6

15.1

7.5

27.9

온라인 사회참여율

25.4

39.7

31.2

24.6

12.9

7.5

27.5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69.2

74.0

65.9

48.5

34.0

17.3

58.1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a).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로 구성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PC
기반 유선 인터넷을 제한적 용도로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에, 스마트 환경에서 필요한 인터넷의
응용･심화 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에는 정보격차지수(DDI : Digital Divide Index)와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를 중심으로 연령별
정보화 수준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격차지수는 정보접근과 정보역량, 그리고
양적･질적 정보활용이라는 부문별 격차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의 계량 지표이다. 이 지수는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국민과 정보화
취약계층간의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지수화한 것이다.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하여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상대적인 정보화 수준을 계산하여 산출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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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는, 기존 PC 기반의 정보격차와 함께 유무선 초고속 융합 환경
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격차인 소위 ‘스마트 격차’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부응
하여 2012년에 시범적으로 산출한 지수이다.5)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는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융
합 환경에서 모바일 스마트기기와 PC의 확장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
화 수준의 개인적 격차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스마트 접근지수, 스마트 역
량지수, 스마트 활용지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측정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a).
먼저 기존의 PC 기반으로 연령별 정보화 수준 현황을 보면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8> 연령별 정보화 수준 현황
(단위: 점)

연령별

구분

접근

역량

활용

종합

전체국민

90.5

40.0

54.8

62.5

10대

98.5

53.9

69.9

75.3

20대

98.3

64.0

76.1

80.3

30대

98.1

53.3

70.3

75.2

40대

96.4

39.4

59.9

66.7

50대

93.7

28.2

42.0

54.7

60대 이상

78.4

11.0

18.5

35.0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a).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로 구성

PC 기반의 정보화 수준은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정보격차지수 산출결과,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PC 기반 기본 정보화 수준은 20
대에서 가장 높으며, 고연령일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보통수준(50점)’ 이상인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35점)
은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화 수준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5)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는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융합환경에서 모바일 스마트기기와 PC의 확장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화 수준의 개인적 격차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2011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이다. 스마트 접근지수의 경우
기존의 유선 PC 기반 뿐만 아니라 무선 모바일 환경에서의 모바일 기기 접근 및 보유 수준을 추가로 측정하며, 스마트 역량지수는 역량의
개념을 확대하여 도구적 이용능력뿐만 아니라 정보이용 및 창의능력, 사회관계 및 참여 능력, 정보화 역기능 대처능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스마트 활용지수는 PC와 모바일 이용기기의 다양성, 정보공유 및 생산, 사회적 참여와 네트워킹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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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층의 PC 기반 기본 정보화 수준을 20대와 비교･분석해 보면, 20대의 PC 기반 정
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20대 연령층 대비 60대 이상 고령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20대
의 43.6% 수준에 그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활용 부문별 정보화
수준은 각각 20대의 79.8%, 17.2%, 24.3%로, PC･인터넷의 이용능력 및 실제 활용정도가 더욱 취
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초고속 융합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환경에 의해
이러한 연령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 차원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평균 스마트폰 보
유율은 61.5%에 이르지만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 차원에서 연령별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표 Ⅳ-9>와 같다. 차
세대 디지털격차지수를 시범산출한 결과, 스마트기기 및 PC 기반 유무선 인터넷의 확장적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20대에서 가장 높으며, 고연령자 일수록 낮아져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고령층은 초고속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필요한 스마트 정보역량이나 활용 수준이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 비해 상당히 취약
함을 알 수 있다.

<표 Ⅳ-9> 차세대 디지털격차 차원의 연령별 정보화 수준
(단위: 점)

구분

스마트 접근

스마트 활용

스마트 종합

66.6

47.3

46.8

50.9

10대

78.3

62.2

61.3

65.1

20대

82.9

81.1

74.3

78.7

30대

80.4

70.2

65.4

70.3

40대

73.1

44.7

47.0

51.3

50대

54.8

17.8

24.0

27.7

60대 이상

28.4

4.7

8.5

10.9

전체국민

연령별

스마트 역량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a).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로 구성

20대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20대 연령층 대비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 정
보화 수준은 20대의 13.9% 수준에 불과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정보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스마
트 정보화 수준은 각각 20대의 34.3%, 5.8%, 11.4%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 수준보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 이용능력과 실제 활용정도가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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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노년층의 정보화 현황 및 특성
여기서는 만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실태와 일반국민과의 정보격차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2003년부터 연도별로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 변화 추이 및 일반국민과의 격차 정도는
<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3년도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3.0%에 불과했으나 2012
년도에는 42.6%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도 52.5%에서
35.8%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표 Ⅳ-10>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 추이 및 격차 현황
(단위: %)

인터넷 이용률 (%)
구분

전년
대비
증감폭
(%p)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국민

65.5

70.2

72.8

74.8

76.3

77.1

77.6

78.3

78.3

78.4

0.1 ↑

장노년층

13.0

19.3

22.5

28.3

34.1

35.6

37.6

39.3

41.1

42.6

1.5 ↑

격차(%p)

52.5

50.9

50.3

46.5

42.2

41.5

40.0

39.0

37.2

35.8

1.4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b). 17쪽.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하여 50대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이용률 변화 추이는 <표 Ⅳ-11>과 같다. 50대의 경우 2012년에 인터넷 이용률이 약
6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7.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Ⅳ-11> 장노년층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50~59세

60세 이상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51.7

53.5

55.9

57.6

59.2

59.1

18.7

20.0

21.8

24.3

25.2

27.3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b). 18쪽.

다음은 정보생산과 유통,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네트워킹 활동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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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이용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장노년층의 인터넷 활용수준과 일반국민과의 격차 수준을 요
약하면 <표 Ⅳ-12>와 같다. 먼저 본인이 직접 만든 정보(지식, 사진, 동영상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등의 정보생산 활동률을 보면, 장노년층 인터넷 이용자의 16.3% 수준으로 일반국민
(43.9%)과는 27.6%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유 활동의 경우 장노년충 인터넷 이용자의 19.7%
수준으로 이것 역시 일반국민(43.0%)과는 23.3%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Ⅳ-12> 장노년층의 인터넷 활동 유형별 격차 현황
(단위: %)

구분

일반국민

장노년층

격차

정보생산활동

43.9

16.3

27.6

정보공유활동

43.0

19.7

23.3

SNS 활동

57.2

20.9

36.3

온라인 커뮤니티

27.9

12.5

15.4

온라인 사회참여

27.5

11.1

16.4

네크워크 활동

58.1

28.4

29.7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b). 23-27쪽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다음으로 SNS 활동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6) 정도를 보면, SNS 활동률은 20.9%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12.5%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과의 격차는 각각 36.3%와 15.4%로 SNS
활동의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사회참여와 네트워크 활동7) 정도를 보
면,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11.1%, 네트워크 활동률은 28.4%로 나타났는데, 전체 국민과의 격차는 각
각 16.4%, 29.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있어
장노년층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는 2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국민과의 이용률 수준 격차도
20~30%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노년층의 생산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비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20~30대와 60대 이상 두 집단을 비교하여 세대 간 인터넷 이
용의 성과 추이를 2010년과 2012년을 통해 비교해 보면 <표 Ⅳ-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6) SNS 활동은 일반 블로그 및 미니 홈피(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싸이월드 등) 또는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페이스북 등)를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하는 경우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인터넷 상에서 카페, 동호회 등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비율로 측정한다.
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정부나 공공기관 사이트에 의견 개진’, ‘정당이나 선거후보자 사이트 방문’, ‘사회문제와 관련된 투표나 여론조사
참여’,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댓글 작성’, ‘블로그나 미니홈피, SNS에 사회문제 관련 글 게시’, ‘사회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 ‘사회문제
관련 온라인 시위나 서명에 참여’, ‘온라인상에서의 기부’ 등 8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정도이며, 네트워크 활동은 SNS를 통한 인간관계
확장 여부(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것)로 측정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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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세대 간 인터넷 이용의 성과격차 추이
(단위: %)

2010년

구분
SNS 이용률
온라인 사회참여율
네트워크 형성률
커뮤니티 활동률

20~30대

60대 이상

41.3

2.8

32.7

2012년
격차

20~30대

60대 이상

격차

38.5

71.7

3.6

68.1

2.7

30

52.8

2.6

50.2

13.6

0.8

13.6

40.9

1.5

39.4

25.6

1.8

35.8

2.0

33.8

23.8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a). 69쪽.

인터넷 비이용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60대 이상의 세대에서 SNS 이용, 온라인 사회참여, 네트
워크 형성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는 거의 대다수의 고령층이
인터넷 이용에서 소외되어 있는 디지털 문맹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20~30대와의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SNS 이용 분야이며 그 다음이 온라인 사회참여,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티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결과를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인터넷 활동 유형에서 격차가 더욱 확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보격차지수를 통해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활용 등 세부 차원에서 일반국민을 100으
로 했을 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 현황 및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 <표
Ⅳ-14>이다. 먼저 정보접근 수준의 경우 2012년에 장노년층이 일반국민의 94.9% 수준으로 거의 격
차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역량(48.0%)이나 정보활용(54.4%)의 경우는 일반국민
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 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은 2004년 40.9% 수준에서 2012년 71.2%로 나름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일반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접근

66.3

73.5

82.9

90.1

92.5

93.6

93.8

94.3

94.9

역량

17.7

23.3

32.4

33.7

34.5

37.0

39.4

42.8

48.0

활용

24.4

32.4

41.1

43.3

44.9

47.2

49.5

51.9

54.4

양적활용

25.9

33.6

41.7

44.4

45.7

47.7

50.0

51.9

53.2

질적활용

20.7

29.7

39.5

40.6

42.9

45.9

48.3

52.0

57.3

종합

40.9

49.3

58.4

62.6

64.2

65.9

67.5

69.2

71.2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b).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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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 이후 20~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세대 간 SNS 이용격차 및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커뮤니티･네트워크 격차가 심화되고 있
다. 동기간(’10~’12년) 동안 20~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 간 SNS 이용률 격차는 31.1% 확대되었으
며,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율 격차는 20.2%, SNS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률 격차는 25.8%, 커뮤니
티 활동률 격차는 10.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과 장노년층의 정보화수준을 기존 정보격차지수와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그림 Ⅳ-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Ⅳ-1] 일반국민 대비 장노년층 스마트 정보화 수준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b). 104쪽.

일반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차세대 디지털격차지수인 스마트지수의 종합점수를 보면 일반국민을
100으로 할 때 37.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PC기반의 정보화 수준인 71.2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정보접근은 61.6점으로 비교적 높으나 정보역량은 23.2점, 정보활용은 34.0점
에 그치고 있어, 모바일 초고속 정보화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국민과 장노년층 간에 새로운
격차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의 애로사항과 40대 이상의 인터넷 비이용자를 대상으
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조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연령별로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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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활용능력 부족

8.6

6.0

12.1

20.7

33.6

38.4

유용한 내용 부족

15.2

13.2

14.0

15.6

18.9

19.9

이용비용의 부담

15.6

17.4

15.6

15.6

10.1

9.6

노후한 PC 기종

26.3

22.8

20.4

18.7

15.9

12.2

정보화 역기능 문제

22.3

32.4

30.4

21.2

11.4

8.0

필요시 도와줄 사람 부재

3.5

3.1

2.9

3.5

6.7

6.1

신체제약 및 장애

1.4

0.8

1.0

1.1

2.2

4.7

기타

7.2

4.3

3.7

3.7

1.1

1.2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a).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로 구성

50대의 장년층 및 60대 이상 고연령일수록 인터넷 이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활용능력 부족’ 및
‘유용한 내용 부족’을 꼽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30대 연령층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문
제’ 및 ‘노후한 PC' 기종이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세대 중 인터넷 비이용자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16> 인터넷 비이용 이유
(단위: %)

구분

40대

50대

60대 이상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

41.7

44.9

48.4

필요성 부재

37.5

32.0

26.7

이용 유용성 모름

3.1

6.0

6.4

신체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2.1

2.4

6.7

비용의 부담

4.2

2.9

3.3

주위사람 대부분이 비이용

0.0

3.1

2.4

집에서 이용불가

0.0

2.7

2.5

필요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2.1

1.2

1.4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2.1

1.4

0.8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걱정되어서

6.3

0.9

0.6

기타

1.0

2.7

0.8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a).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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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층일수록 인터넷 비이용의 주된 이유로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을 꼽는 비율이 높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으로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과 ‘이용 필요성
부재’를 지적했다.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비이용 고령층 대
상 맞춤형 정보화교육의 강화와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활용 모델의 개발･보
급 등이 우선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 분석
가. 정보격차 해소 정책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 간,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전개되기 시
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며,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특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간
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법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
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특히 2001년도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보격차 해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기기의 보급, 정보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정보화교육의 실시, 재원의 조달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내용을 담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
하게 되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후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제1차 및 제2차 정보격차 해
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 주요조항이 통합되면서 정보
격차 해소 정책과 사업이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범 부처가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제2차 종합계획
추진 이전(’04년)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은 27.4%, 인터넷 이용률 및 가구 PC 보유율은 각각
20.7%, 19.0%나 상승하였다. 특히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이 13.6% 상
승함에 따라 신규 인터넷 이용자로 전환된 취약계층의 일상 활동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최소 1조
3,08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용성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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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및 제2차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당해년도의 정보격차 해소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립 시행되었
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구속성이 없어짐에 따라 더 이상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상당히 퇴보하게 되었다.

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정보격차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층 이상 세대 간의 정보격차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제1차 및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세대 간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주로 55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제1차 및 제
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Ⅳ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금까지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젊은 디지털세대와 장노년층의 아날로그세대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장노년층에 중점을 두고 이들 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이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e-health 서비스와 같은 디
지털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추진되었다.
제1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에서는 “1000만 명 정보화교육”이 추진되었는데, 여기서 2002년까
지 17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노인을 위한 복지
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을 위한 생활정보, 취업정보, 레저정보 등과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
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노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
근성 편의증진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의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Ⅳ-17>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상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
구분

제1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추진기간

2001~2005

2006~2010

비전

전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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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전 국민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건설
-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
애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53.3%
에서 80%까지 제고

o 1,000만 명 정보화교육 추진(2001~2002)
- 2002년까지 17만 명의 노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
o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심화교육 추진
- 2003년 이후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집중 실시
세대정보
o 노인을 위한 복지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격차해소
- 노인을 위한 생활정보, 취업정보, 여가게임 등에
관련 정책
대한 정보 제공
o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
- 장애인, 노인의 정보통신 접근편의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 제정

o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의 제도화
- 공공부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책무로 규정
o 환경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노인의 정보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편
의복지법 등 정비
- e-Health, e-Care 등 노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
한 법적 기반 마련
o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개선 및 전문가 양성
o 정보통신 제품 접근성 인증제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o 취약계층 500만 명 정보화교육 실시
- 노인복지관, 대학, 평생교육 시설 등을 통해 장노
년층 300만 명 정보화교육 실시
o 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디지털 환경 조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목표

출처: 김정언 외(2007). 79쪽.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에서는 1차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장노년층을 위한 기존의 정책
들이 보다 심화･확대되었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일반국민 대상의 정보화교육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정보화교육으로 전환되는데 “취약계층 500만 명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노인복지관,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을 통해 장노년층 30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을 위한 정보
통신 접근성 보장을 제도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정보통신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정보화
분야의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아울러 정보
화 분야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확대를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도 지속
적으로 제공해 나가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1차 및 제2차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범 부처 차원에서 매년 수립한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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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상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

2001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50만 명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35,000명 실시(정보통신부)
노인정보화교육 35,400명 실시 (보건복지부)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를 활용한 지역주민(노인 등) 정보화교육(정보통신부)

2002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50만 명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45,000명 실시(정보통신부)
노인정보화교육 35,400명 실시 (보건복지부)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를 활용한 지역주민(노인 등) 55,000명 정보화교육(정보통신부)

2003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50만 명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35,000명 실시(정보통신부)
노인정보화교육 35,400명 실시 (보건복지부)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를 활용한 지역주민(노인 등) 62,000명 정보화교육(정보통신부)
장애인･노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30종)

2004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150만 명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35,400명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정보화교육 40,000명 실시(정보통신부)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를 활용한 지역주민(노인 등) 74,000명 정보화교육(정보통신부)
문해교육기관 정보화교육 지원(100개소 지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신규 10개/ 보완 30개)

2005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150만 명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35,400명 실시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16만 명에 실용 위주의 정보화교육 실시(정보통신부)
장애인･노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신규 10개)

2006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504,489명 실시 (보건복지부/지자체)
노인정보화교육 61,500명 실시(정보통신부)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를 활용한 지역주민(노인 등) 정보화교육(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진대회 및 웹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
장애인･노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신규5개)

2007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150만 명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576,000명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정보화교육 60,000명 실시(정보통신부)
비문해자 정보화교육 10,100 실시(정보통신부)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15종)

2008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150만 명 실시(행자부)
노인정보화교육 580,000명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정보화교육 34,400명 실시(정보통신부)
비문해자 정보화교육 11,000 실시(정보통신부)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5종 신규개발 및 12종 업그레이드)

2009년도
시행계획

-

지역주민(노인) 정보화교육 150만 명 실시(행정안전부)
노인정보화교육 12,000명 실시(행정안전부)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행정안전부)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5종 신규개발)

출처: 김정언 외(2007). 80쪽의 표에 2008년과 2009년 내용을 추가하여 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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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언 외(2007)에 의하면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거의 대부분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01년부터 수립해온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에
의하면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가 주도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에서도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추
진하여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폐지되기 전까지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에 있어서도 정보화교육 이외에 정보접근성 정
책, 고령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u-health 등과 같은 정보화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
다. 2008년도부터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게 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이 ‘국가정보기본법’에 통합되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하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현재 정보격차 해소 정책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좀 더
상술하기로 한다.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1998년부터 시작된 국민정보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김정언 외, 2007). 이 당시 55세 이상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21
만 명)에 달하였지만 이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보통신부는 노인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확보하여 노인전용 정보화교육장의
신설, 우체국과 민간교육장, 대학 등 기존의 정보화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장노년층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였다(김정언 외, 2007). 정보통신부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정보화교육
을 2008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차원에서
매년 15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40~50만 명 정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
육이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정보화교육을 전담해온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하여 추진된
노인정보화교육 현황은 <표 Ⅳ-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19> 노인정보화교육 추진 실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관수

270

412

298

295

200

202

229

교육인원

23,535

42,059

41,332

54,029

47,292

59,373

71,622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기관수

216

49

50

51

50

50

-

교육인원

75,537

23,061

16,579

19,511

18,900

18,572

511,402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사업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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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민간 차원에서도 장노년층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대표
적인 경우로 실버넷운동본부, SK텔레콤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노인정
보화교육을 지원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노인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정보화
진흥원)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왔으며,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움나라(www.estudy.or.kr)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노인들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노인을 위한 정보화능력 경
진대회나 어르신 IT창업 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인정보화교육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온 결과 2002년도에 9.3%에
불과하던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2년에 42.6%로 상승하는 등 장노년층의 정보화수준은 상
당히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다.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초기 정보화 추진 단계부터 지역 간,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 차원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
통신산업의 발전, 사이버 코리아 건설 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급속하
게 진전되면서 사회 각 부문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0년에 들어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범부처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
의 정보격차 현황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정보격차지수에 의하면, 2004년도에 장애인, 저소득
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일반국민의 45%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에
는 일반국민의 74% 수준으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2004년도에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24.9%에 불과했으나
2012년도에는 46.8%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소외계층 가구의 PC 보급률도 2004년도에 48.7%에
서 2012년도에 68.7%로 상승하여 2012년 일반국민의 가구 PC 보급률(82.3%)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각 계층 간 정보격차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다음
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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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점을 들 수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정
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의무, 정보격
차 해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보격차 해소위원회 등 전문심의기구와 정보격차 해소 전
문기관의 설치, 정보기기 보급 및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정보화교육의 실시, 정보접근성의 보장,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의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
항을 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법률이 이명박 정부
에서 폐지되면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상당히 약화된 사실을 볼 때 법･제도적인 기반이 정책 성공
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 것도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
획은 범부처가 참여하여 각 부처 차원에서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되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셋째,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16개 전
구 시･도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정보격차 해소위원회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같은 심의기구와 전
담기관이 설치되어 정보격차 해소 정책수립 자문과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했던 점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범
사회적인 인식이 높았던 점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당시 정보화촉진기금과 일반회계 예
산이 상당히 지원되었으며,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책정되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 성과관리 등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화분야의 여러 NGO
들과 언론, 일반국민은 물론 정보소외계층 당사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공요소라 하겠다.
다음으로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평가 및 시사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지나차게 정보화교육에만 치중되어 왔으며, 젊은
세대와 장노년층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세대공감과 세대통합을 이루려는 세대통합적 정책과 프로그
램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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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장노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실시가 대부분이었으며 세대통합적 정책이
나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다소 미흡하고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기존
의 세대통합이나 사회통합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노년층의 정보
화교육은 과거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정
책적 목표의 공유, 목표대상의 선정과 중복문제 해소, 정책성과 평가 등에서 체계적인 부처 간의 협
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보다 넓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정책
과의 연계성도 없어서 세대통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중
후반까지는 정보화촉진기금이나 일반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 되는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후
반부터 최근까지는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정보화 기술 및 서비스 환경이 PC와 유선통신망 기반에서 스마트폰과 유무선통신망 기반으
로 진전되면서 모바일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스마트 정보사회로 본격 진입
하고 있어서 행정, 경제활동,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PC,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범정부적, 범사회적 차원에
서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보격차 해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강화
하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다양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혁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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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대통합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

여기에서는 교육 및 정보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
였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세대통합교육 관련 프로그램 사례, 정보 분야의 경우에는 세대 간 정
보격차 해소에 관한 프로그램 사례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 중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태,
프로그램 참여율과 규모, 추진체제,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한 후 국내 및 해
외 사례에 대해 공통된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도모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함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여기에서도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하고, ‘필요성 및 목적’, ‘주요 내용’, ‘성과 및 시사점’을 공통된 분석기준으로 적용하여 체계적
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각 사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세대통합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내용’, ‘성과 및 시사점’을 공통된 분석기준
으로 적용하였다. 끝으로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1 국내 교육 분야
가. 분석 개요
국내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례는 주로 평생교육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역 평생교육의 대표
적 기관인 청소년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관 기관이나 인접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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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세대인 고령층과 3세대인 청소년층
이 일대일, 혹은 1대 다수의 형태로 만나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함으로써 고령층과 청소년층이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리고 복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청소년층이
고령층,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삶을 돕는 형태 또한 보편적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이 청소년층에
게 그들의 인생경험을 전수하는 형태나 청소년층이 고령층에게 요즘 세대의 각종 문화에 대한 이해
를 돕는 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세대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빠르게 발생한 반면 세대 간 갈등을 포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국내 몇몇 기관들에서 진행 중인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흥사단과 강서청소년회관에서 진행한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투게더-세대
공감] 등 총 세 개의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흥사단･강서청소년회관의 어르신 자서전 집
필 봉사단 프로젝트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컨텐츠의 참신함, 수강자 모집 전략,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이 매우 우수한 사례로써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의 [한울타리 가족만들기]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복지적 접근, 가족기능의 강조, 1･2･3세대통합 프
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우수한 모델로써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투게더-세대공감]은 유관기
관과의 적절한 협력과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성과를 거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써 분석 사례에 포
함되었다.
다음 <표 Ⅴ-1>은 분석 대상 우수 프로그램 사례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Ⅴ-1> 국내 세대통합 우수 프로그램 사례 : 교육 분야
번호

운영기관

사례명

1

흥사단･강서청소년회관

어르신 자서전 집필 봉사단 프로젝트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2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3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투게더-세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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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교육 분야 세대통합 우수사례
1) 어르신 자서전 집필 봉사단 프로젝트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가) 필요성 및 목적
흥사단과 강서청소년회관에서는 노인소외, 노인복지, 청소년의 비행 등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
하고 있는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이들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가정에서 찾고
있다. 이들 기관의 실태 분석에 의하면, 핵가족 제도가 일반화되어버린 상황에서 가족, 지역사회 공
동체의 사회적 울타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이 필
요한 노인과 청소년들에게 가족, 친척, 지역사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흥사단, 2012). 따라서 노인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세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지역사
회 등 노인이나 청소년 모두 가장 근접한 공동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으
며, 이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흥사단과 강서청소년회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
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 실제적인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자발적 청소년동아리를 육성한다.
◦ 청소년과 노년층의 어우러짐을 통해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 청소년과 노인 간에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한 개인의 의미 있는 사건과 발달적 과정
을 공유함으로서 자아통합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노인세대 및 기성세대가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한다(권일남 외, 2010).

나) 주요 내용
흥사단과 강서청소년회관은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주로 강서청소년회관의 강당과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주관
기관 외에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 특히 201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평소 글쓰기에 관심 있고 어르신과 세대공감을 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 진행을 맡은 강서청소년회관에서는 특히 청소년층의 참여
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는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글쓰기 실력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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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홍보의 주안점으로 하였다. 또한 어르신의 모집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청소년들에
게 진솔하게 들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글쓰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어르신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집된 총 101명(청소년 86명,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강서청소년회관에서는 아래 <표 Ⅴ-2>와 같이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를 진행하였다.

<표 Ⅴ-2>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주요 프로그램
구분

사전교육

전개

결과물 제작

회차

일정

프로그램

1회

6.16

•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1.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훈련
2. 어르신의 이해

2회

7.14

3. 글과 마주하기(자서전 쓰는 방법)
4. 인생과 마주하기
- 인생 연대표 작성, 그래프 그리기
- 웰다잉(well-dying)체험, 유서쓰기
5. 어르신 만나기 100m 전
- 인터뷰에 관한 모든 것

3회

8.11

• 어르신 만나기
- 청소년&어르신 관계형성프로그램
- 친목다지기

4회
~
9회

8.13
~
9.15

• 어르신 인터뷰(개별모임 총 4회)
- 여름방학 / 학기 중 놀토를 이용하여 모둠 별로 어르신과 정기적인 만남
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야기 유도

10회

9.24

• 집필 및 편집회의(공개모임)
- 집필 아이디어 공유, 어르신 연대표, 인생 그래프 작성, 글쓰기 배분
- 자서전 제목 정하기, 책 꾸미기

11회
~
14회

9.26
~
10.22

• 모둠 별 정기 편집회의(개별모임 총 3회)
- 원고작성 및 검토 사진자료 수록
- 공개모임 1회 : 10.13
※ 1차 원고제출일 - 10.22 / 2차 원고제출일 - 10.29(어르신과 합의하여
수정된 최종 원고 제출)

15회

12.22

• 자서전 출판 기념식 및 수료식

출처: 흥사단(2012). 10쪽.

강서청소년회관에서는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에 참여한 86명의 청소년을 4~6명씩 한 모둠으로
만들고 각 모둠에 어르신 한 명씩을 배치하였으며, 총 15개의 모둠(청소년 86명, 어르신 15명)을 편
성하였다. <표 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총 7개월 동안 15회 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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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며, 사전교육(1~3회 차), 전개(4~9회 차), 결과물 제작(10~15회 차)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 사전교육의 성격인 1~3회 차까지는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리엔테이
션, 자서전 쓰는 방법, 인터뷰하는 하는 방법 등을 전문강사나 강서청소년회관 자체 강사를 통해 배
우는 시간으로 편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교육 첫 번째 시간인 1회 차에는 [세대공
감! 청춘이야기]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오리엔테이션과 세대차이를 받아들이고 각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사전교육 두 번째 시간(2회 차)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서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활동을 시작함에 앞서서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자서전을 쓰기 전에 자
신의 삶을 돌아보는(인생 연대표, 인생 그래프, 유서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실
을 위해서 인터뷰 진행 방법,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모의 테스트 등 다양한 기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교육의 마지막인 3회 차에는 참여자들이 처음 만
나는 시간으로 어르신과의 사전 미팅, 어르신과의 상견례, 어르신과 관계 형성 등의 세부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전개 단계인 4~9회 차에서는 사전교육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기간 동안에 각 모둠이 자율적으
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서청소년회관에서는 각 모둠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모둠별 격차를 좁히는 한편 자율적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
력을 기울였다. 또한 진행과정 중에 참가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진행과정을 UCC로 제작하기 위한 UCC 제작 특강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0회 차부터는 각 모둠별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자서전을 집필하는 결과물 제작
단계에 들어간다. 집필 및 편집회의(10회 차)를 통해 집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르신 연대표와
인생그래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또한 참여가 저조한 참가자로
인해 일부 참가자에게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글쓰기 역할 분담을 진
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이 완료된 후 자서전의 제목을 정하고 에필로그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제
자서전 집필의 단계를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몇 차례의 검토를 통해 최종원고를 모둠별로 제출하
고 2012년 12월 22일 자서전 출판 기념식 및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서청소년회관에서는 모
든 모둠별 활동 과정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UCC를 제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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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 및 시사점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서전 집필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
하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요약하고 정리하는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운영되
었다. 또한 자서전 집필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체 훈련-모둠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의 원칙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
울였다.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르신과의 정서적 신뢰
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심층적으로 어르신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청
소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노인세대와의 상호 이해와 존중
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또한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에 참여한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를 정리하는 과
정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함께 활동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신세대 문화의 이해, 그
리고 UCC 등 새로운 IT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 또한 얻게 되었다.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고령층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고령자 혹은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학력 등 어느 정도의 기준을
바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국민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내에서도 학력이
나 기존의 경력을 기준으로 계층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성공적인 프로그램 사례로 볼 수 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고령층과 청소년층 모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오히려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거부감으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서 참가자를 모집하기 힘들다
는 점이 현장 관계자들의 동일한 의견임을 감안할 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의 참여자 모집 전략은
충분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고령자 참가자에게는 자서전 집필과 새로운
IT 문화의 이해 증진, 청소년 계층과의 교류 등을 적극 홍보하였고, 청소년층에게는 타 세대와의 교
류, 봉사활동, 글쓰기 활동을 통한 논술 능력 향상, 자서전, UCC 등 현실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홍보전략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흥사단과 강서청소년회관에서는 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비해서
비교적 손쉽게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간의 교류에 대해서도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세대통합, 세대 간 교류라
는 거시적이고 최종적인 프로그램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110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기존에 세대 간의 장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단순하게 청소년과 고령자가 만나는 것만
으로 쉽게 그 장벽이 허물어 질 수는 없으며, 실제 많은 교육기관에서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자 주안점임을 감안할 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세부 프로그램의 적절
한 구성과 기관 주도가 아닌 참여자 주도의 만남을 유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가) 필요성 및 목적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 시내 타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특히 독거노인수가 많
은 성북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성북노인종합복지관, 2006).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은 성북구와 서울시, 그리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성
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한 교육복지 측면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다. 우선 지역 내 저소득 독거
노인을 참여자로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역시 이들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성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추진 배경은 저소득 고령자들이
지자체와 여러 지역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감
안한 민간 차원의 복지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지향하는 바, 저
소득 노인의 자립능력 배양과 노인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성북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2013.9.27.).
다른 한편으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현실
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세대 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학교교육과정 중 자원봉사활동이 의무화되면서 자원봉사 청소년의 수는 증
가하였으나 반면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득이
하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시간 때우기 형태의 형식적인 활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정
기적인 봉사활동을 할 만한 사회복지시설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의미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울타리 가족만들기]는 청소년들에게 의
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추진되었다(성북노인종합복지관, 2006).
[한울타리 가족만들기]의 특징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소년과 고령자가 만나
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참여 고령자에게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을 연계함으로써 1･2･3세대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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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지는 형태라는데 있다.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
족 내 소통과 정서적 교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족이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
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즉, [한울타리 가족만들기]는 청소년에게는 봉사정신 함양과 공동체의식을
일깨워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독거노인에게는 정서적 외
로움을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다(성북노인종합복지
관, 2007).

나) 주요 내용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은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었
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성북구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는 복지관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석관고등학교, 월곡중학교, 종암
중학교 등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교사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을 홍보한 결과 총 30명의 청소년 참가자와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령
자 참가자의 경우 복지관에서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Ⅴ-3>과 같다.

<표 Ⅴ-3>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프로그램 주요 내용
세부
사업명
준
비
단
계

일시 및
장소

인원
(명)

홍보
및
모집

1~2월
관외

• 대상 선정 :인근 관내 석관고/종암중 학생 및 학부모 각각 30명 /
성북구 관내 독거노인 30명
• 홍보 및 모집 단계
-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교 55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 지역사회 언론매체 홍보 / 현수막 게시
- 성북구 관내 유관기관 및 관공서 홍보(홍보물 배포)

바로
알기

3, 7월
(총2회)
관내

•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총 2회 실시)
- 1회 차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 바로알기｣ 강의 실시
- 2회 차 :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강의 실시
-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96명
(2회)

한가정
되기

3월
복지관
대강당

• 발대식(가족과 독거노인을 1:1로 연결하는 자리)
-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한 가정이 되기 위한 기초관계 형성의 자리
마련
- 공동 선언문 낭독(한 가정되기 위한 상호 서약서)

48명
(1회)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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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일시 및
장소

주요사업내용

인원
(명)

4~11월
(주1회)
각
대상자
집 방문

• 情 나눔 활동 실시
- 주1회 1:1로 연결된 독거노인과 유선통화 또는 자택 방문을 통하여
정 나눔 활동을 실시
- 정기적인 나눔 활동 실시
예) 식생활 지원(식사보조, 설거지)
위생생활 지원(빨래, 목욕, 손발톱관리)
정서 지원(말벗, 안부확인하기, 책읽기)
의생활 지원(병원, 약국 동행)
사회생활 지원(심부름, 동사무소 및 은행 업무 등)

864명
(36회)

4~7월
9~11월
(7회)
야외
활동

• 고운 정 맺기(무지개빛 정들기)
- 4월(빨강): 개별활동-함께 영화보기
- 5월(주황): 개별활동-어버이날 행사(카네이션)
- 6월(노랑): 개별활동-가족사진 찍기(영정사진)
- 7월(초록): 개별활동-건강한 여름나기(보양식나누기)
- 9월(파랑): 개별활동-송편나누기(행복한 밥상)
- 10월(남색): 단체활동-낙엽 밟기(문화체험)
- 11월(보라): 개별활동-왕래하기(김장담그기)

504명
(7회)

함께
정들기

8, 11월
야외
활동

• 함께 정들기
- 8월 :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과 계곡이 있는 북한산으로 야외나들
이 실시 / 야외활동
- 11월: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송년모임 실시
* 학부모 : 각 가정에서 직접 다과용 음식 준비
청소년 : 볼거리(장기자랑) 준비

144명
(2회)

징검
다리Ⅰ

4, 7, 10월
관내
활동

• 징검다리Ⅰ
- 1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성교육, 또래이야기)
- 2차: 청소년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 3차: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가족건강, 교양강좌)

72명
(3회)

징검
다리Ⅱ

5, 6, 8, 9,
11월
관내
활동

• 징검다리Ⅱ
- 징검다리월례회의 모임
- 활동에 따른 지지 및 정보 교환의 자리
- 단계별 활동에 대한 점검
-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자리

120명
(5회)

평가회

6, 11월
관내
활동

-

설문
조사

3, 11월
관내
활동

- 사례집 발간
- 프로그램에 참여한 독거노인과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180명
(2회)

사례집
발간

11월
관내
활동

- 사업진행프로그램에 따라 수집된 결과물들을 편집하여 사례집으로
발간
- 다른 유관기관의 파급효과 기대

200권
(1회)

고운 정
맺기

고운 정
맺기
(무지개빛
정들기)

평가
단계

중간 및 종결평가
참여 가족들에게 활동 중간에 따른 평가 실시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자문위원 참석

48명
(2회)

출처: 성북노인종합복지관(200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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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은 총 11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구체적
인 프로그램 진행 단계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구성되었다. 준비단계인 1~2월에는 현수
막 설치, 지역사회 언론매체 홍보 등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참여자들의 자원봉사와 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봉사의식, 가족애 등을 고취시키
기 위한 자원봉사 및 노인 바로알기 교육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전교육은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발대식을 통해 참여 청소년, 학
부모와 연계 독거노인이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기초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실행단계에서는 고운 정 맺기, 무지개빛 정들기, 함께 정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다. 고운 정 맺기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돕는 봉사활동으로서 식생활(식사보조,
설거지), 위생생활(빨래, 목욕, 손발톱 관리), 정서(말벗, 안부확인, 책 읽기), 의생활(병원･약국 동
행), 사회생활(심부름, 동사무소･은행 업무 등) 등의 부분에 대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
그램들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기존에 해 오던 일반적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들로
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던 프로그램을 청소년, 학부모로 구성된 가족과 독거노인이 만나는
형태로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무지개빛 정들기를 통해서는 매 월 1회씩 참가자 개별 혹은 단체로 야
외활동, 체험활동, 문화활동(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함께 영화보기, 추석 송편나누기, 김장
담그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함께 정들기를 통해서는 전체 나들이, 송년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행단계에서는 총 3차에 걸쳐 청소년 인성교육, 또래교육 프로그램,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가족건강, 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강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매월 1회씩의 활동점검과 기간 중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
탕으로 프로그램 추진 상황에 대한 시작, 중간, 마무리 단계의 세부 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활동 중에 수집된 결과물을 종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한울타리 가족만들기]는 세대통합을 위한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1세
대인 고령층, 2세대인 학부모, 3세대인 청소년이 함께 만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고령
층과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비해서 2세대인 학부모(중 장년층)가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
로써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울타리 가족만
들기]는 청소년과 학부모, 고령자가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고령자가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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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므로 세대통합을 위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되살린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프로그램 구성은 학생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봉사활동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등 봉사활동의 정착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울타리 가족만들기]의 또 다른 성과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있다. [한울타리 가족만들기]는 성
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6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바탕으로 운영하였으나, 이후 재정적
인 문제로 인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성 상
[한울타리 가족만들기]는 1년여에 걸친 비교적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감 형성, 동일 거주지
역 참가자들의 특성 상 지역적 동질감 형성, 참여자 외 가족 구성원의 참가 등으로 봉사활동과 교류
활동의 일상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들은 프로그램의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인 봉사 및 교류 활동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성북노인종합복지관, 2006).
또한 [한울타리 가족만들기]의 프로그램들은 노인복지관 등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들로 구
성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은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을 떠나서도 복지관 내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사전교육과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원봉사의
의미를 알고 노인세대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진행 중에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들
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가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로도 활용하
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중간 중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하였던 점도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3) 투게더-세대공감
가) 필요성 및 목적
[투게더-세대공감]은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해왔던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투게더]와 안
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해왔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인 [세대공감]을 통합하여 2012년 처음
시작되었다. 두 프로그램의 통합은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양 기관의 공통적인 목표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특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고령층 참가자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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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청소년 참가자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두 기관의 공통적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은 일반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서 흔히 겪고 있는
참가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투게더-세대공감]은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
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봉사활동과 함께 문화여가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3세대가 함께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추진되었다(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2012).

나) 주요 내용
[투게더-세대공감]은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현대 사회
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소통 및 통합을 독려하는 활동목표(안양시노인종
합복지관, 2012)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투게더-세대공감]에는
총 40명(청소년 : 양명여자고등학교 재학생 중 만안청소년수련관 이용 청소년 20명, 어르신 : 안양
시노인종합복지관 이용회원 19명, 지역 내 일반 어르신 1명)이 참여하였으며, 안양시노인종합복지
관,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서로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으
며, 2013년 현재 제 2기 [투게더-세대공감]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투게더-세대공감]의 주요
프로그램은 <표 Ⅴ-4>와 같다.

<표 Ⅴ-4> [투게더-세대공감] 프로그램 주요 내용
회차

세부내용

1회
(3/17)

• 오리엔테이션(각 기관 진행)
- 청소년 :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어르신의 이해
- 어르신 : 프로그램의 이해

2회
(4/14)

• 짝꿍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 자기소개 및 1:1 짝꿍 맺기
- 월남쌈 만들기

3회
(4/29)

• 어르신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 감자 캐기, 깻잎 따기

외부

4회
(5/19)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안양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에 ‘세대공감 팀’으로 경기에
참여함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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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세부내용

활동장소

5회
(6/23)

• 어르신과 함께하는 야외체험활동(상추 따기)

외부

7회
(8/18)

• 짝꿍과 함께 영화 관람하기

외부

8회
(9/15)

•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체험
- 용인 ‘웬떡 마을’에 방문하여 송편 만들기
- 청소년이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선물하기(김밥, 샌드위치 등)

외부

9회
(10/20)

• 만안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 DAY 참가
- ‘세대공감’ 요리부스 운영
- 페이스페인팅, 머그컵 만들기, 청소년 연극 관람 등 축제 참여

청소년수련관

10회
(11/3)

• 프로그램 종결
• 짝꿍에게 편지 읽어주기 / 손가방 만들어 선물하기

노인복지관

출처: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2012). 2쪽.

[투게더-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총 9개월 동안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교육을 진행되었다. 2012년
진행된 제 1기 [투게더-세대공감]의 경우 1회 차인 오리엔테이션은 각각 기관에서 청소년 참여자에
게는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어르신(노인세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고령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2회 차에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기소개,
짝꿍맺기를 통해 활동을 함께 할 어르신과 청소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월남쌈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서먹함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3회차부터는 텃밭가꾸기, 체육대회, 야외체험활동, 송편만들기 등의 외부 체험활동을 진행
하였으며, 개별활동으로 짝꿍과 함께 영화 관람하기, 어르신에게 청소년이 도시락 선물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투게더-세대공감]의 이름으로 지역 체육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축제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림 Ⅴ-1] [투게더-세대공감] 활동 모습
출처: 본 활동사진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한 내부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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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투게더-세대공감] 역시 1기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나 활동 시간을 월 1회로
조정하고, 외부보다는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하여 함께 모여 활동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상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기의 경우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양명여자고등학교와 협
약을 맺었던 관계로 여학생 20명이 참여하였던 반면에 2기는 양명고등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남학생
18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르신 참여자의 경우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안양시노인종
합복지관, 2013).

다) 성과 및 시사점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추진한 [투게더-세대공감]은 동일한 목
표를 가진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를 달성한 사례이다. 기관의 측면에서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은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노인 전문기관 모두에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소 기관을
이용하는 참여자 계층이 확연히 구분되고, 일반 시민들이 양 기관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상이하
기 때문에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도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투게더세대공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기관 간의 프로그램 교류 및 통합 운영을 통해 해소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통합과 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시노인종합복
지관은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선 [투게더-세대공감]의 성공적인 운영이다. [투게더
-세대공감]의 참가자 모집에 있어서 양 기관이 각각 청소년 참여자와 노인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기존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거리감, 부담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었다. 만안청소년수
련관은 비교적 수월하게 청소년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고령층 참여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역시 고령 참여자를 수월
하게 모집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 참여자를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확
보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양 기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고령자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하
여 함께 각 세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
었다.
두 기관은 [투게더-세대공감]을 통해 기관 간의 교류를 하였으며, 각기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두 세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었다. 특히 만안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투
게더-세대공감]을 통해 양명여자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등 인근 학교들과 교류함으로써 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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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운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주도함으로써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선발한 청소년 참여자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어르신의 경우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특히 [투게더-세대공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조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
았는데 1･3세대가 만나는 [투게더-세대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과 청소년 모두가 정서적인 안
정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교육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사례는 흔하지 않다. 또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화 작업도 거의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세대통합교육의 우수사례를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세 개의 사례들
은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구성, 내용, 추진체제 등의 우수성을 확
보하고 있어, 향후 국내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서의 사례분석
결과들을 종합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의 참신함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분야에서 참여자
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확보 여부는 프로그램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모든 교육프
로그램이 그러하지만 특히,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적인 내용들이나 특정 세대 위주의 프로그램 내용(스마트폰 교육, 이메일 교육, 옛날이야기 들려주
기 등)을 답습하기 보다는 참여자들 모두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
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흥사단과 강서청소년회관이 진행한 [세
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자서전이라는 특별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고령층과 청소년층 모두의 흥미를
자극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1･3세대로만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 사실상 세대격
차 및 세대 간 갈등은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1세대와 3세대로 대상을 한
정하고 그 벽을 깨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여러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치유적으로
세대통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1세대와 3세대 사이에 중간
세대가 낀 경우에는 양 극단 세대 사이에서 2세대인 중장년층이 지식, 정보, 정서 교류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2･3세대가 함께 모이는 경우 과거 대가족 형태의 가족 내 구성
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내 유대 강화와 정서적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한울타리 가족만들기]는 이러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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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세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특히 정서적 측면
에서 더욱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부모세대, 조부모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줄 수 있으며,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세대통합 교육활동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집단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세
대의 참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간세대는 세대공동체 활동의 매개자이자 직접적인 참여자
이기도 하다. [한울타리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간세대는 세대 간 프로그
램의 촉매자 혹은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가족 안에서도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집단이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세대통합은 어느 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 사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사회 구성
원들이 동일하게 필요를 느끼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기관, 단체의 힘만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하는 만큼 특정 세대, 특정 내용, 특정 환경에 적합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
서로가 보유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정보 분야
가. 분석 개요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
는 아날로그 세대인 장노년층을 정보사회 시민으로 편입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에
서의 정보화교육, 정보화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보생활 콘텐츠 보급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장노년층이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기술 이용능력을 익힘으로
써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 및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하에 이들에게 정보
이용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더 나아
가 정보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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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 및 젊은 층과 아날로그 세대인 장노년층 간에 문화적, 심리적인
세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두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의 미션을 수행하거나 젊은 층이 장노년층
에게 다양한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교육을 하고 장노년층은 자신의 인생의 지혜를 젊은
층에게 전수하여 세대 간의 통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은 전자와 같
은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에 세대 간의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
는 상황 속에서 젊은 디지털 세대와 장노년층의 아날로그 시대가 함께 참여하여 세대통합을 지향하
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중앙정
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NGO 등에서 수행했거나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사업 프로그램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였다. 주요 프로그
램 관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수 프로그램들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프로그
램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분석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나 특성을 중심으로 성과 및 시사점
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Ⅴ-5>는 분석 대상 우수 프로그램 사례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Ⅴ-5> 국내 세대통합 우수 프로그램 사례 : 정보 분야
번호

주관기관

사례 명

1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

2

한국정보화진흥원

어르신 IT 봉사단

3

한국정보화진흥원, 17개 광역자치단체

어르신 정보화제전

4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노소동감 정보검색대회

5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

6

실버넷운동본부

실버넷 기자단

7

SK Telecom 대학생봉사단 Sunny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세상

8

KT IT 서포터즈, IT 서포터즈 대학생봉사단

IT 서포터즈 세대동감 교육

9

< 기타 사회복지관 >
- 서울 송파구
- 서울 은평구
-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
- 수원 영통구
- 인천 서구노인복지관

-

어르신 정보화교육
대학생 어르신 컴퓨터교육
휴대전화 활용교육
스마트폰 세대공감 맞춤교육
세대통합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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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정보 분야 세대통합 우수사례
1)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은 정보화 기기와 서비스를 빠르게
수용하고 있으나 고령층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컴맹, 넷맹으로 남게 되었다. 이로 인
해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세대 간의 정보격차가 확대되어 고령층들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상대적인 불
이익을 받을 개연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장노년층들이 지식정보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들 계층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의 목적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에게
IT 활용능력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
령층을 정보사회에 편입시켜 디지털 정보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하는데 있다.
나) 주요 내용
이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2013년도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의 핵심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대상자 : 전국의 만 55세 이상 장년 및 고령층
◦ 장소 :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등 고령층 교육장 50개소
◦ 주무부처 및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관련기관 :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은 2000년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01년부터 고령층 정보화 전용교
육장 및 전국의 우체국 교육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 후 고령층 정보화교
육의 동기부여를 위해 2004년부터 고령층 대상의 정보화경진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고령층 중
에서 IT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어르신 IT 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층이 고령층을 교육
하는 사업으로도 확대되어 왔다. 2008년까지 중앙부처 주도로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
해 교육을 해오다 2009년에 와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체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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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
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50개의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에 대한 기초 및 실용
수준의 정보화교육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지방자
치단체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고령층 정보화교육 운영이 가능한 대학, 민간단체 등 비영리단체 50
개소를 선정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각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을 보면 <표 Ⅴ-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Ⅴ-6>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 추진체계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행
교육 운영기관

• 고령층정보화교육 업무총괄
•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
•
•
•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세부 사업별 운영지침 작성 배포
실버세대 위한 방문 SNS 교육 기관 선정 및 강사 지원
고령층정보화교육 교재 보급
실태조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자체 집합정보화교육사업 지원

•
•
•
•

시도별
시도별
시도별
시도별

집합정보화교육 사업계획 수립
집합정보화교육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교육기관 지도･점검
세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점검

• 고령층 정보화교육 교육생 모집 및 홍보
• 정보화교육 운영
• 정보화교육 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간행 내부자료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해당 기관별 교육 수요에 따라 정보화 기초, 실용, 모바일교육과정
으로 구성하되, 최근의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진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의 약 10%를 모바일 교
육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각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월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는 연간 500만 원 가량이다. 2013년도에 각 지자체 별로 선정된 교육기
관 및 교육목표는 <표 Ⅴ-7>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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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2013년도 지자체별 고령층 정보화교육 기관 수 및 교육목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교육목표

1,440

960

720

480

480

480

240

1,680

480

교육기관

6

4

3

2

2

2

1

7

2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교육목표

480

480

720

720

960

960

480

240

12,000

교육기관

2

2

3

3

4

4

2

1

50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발간 내부자료

한편, 고령층 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
화진흥원은 국민정보화교육(http://itstudy.or.kr) 사이트 운영･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
고 있다. 또한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에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자체 제작･발간한 표준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은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가장 오
래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변
화･발전하여 왔다. 이 프로그램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추진체계 면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
치단체, 그리고 정보화교육 지원 전문기관, 대학, 복지관 등 정보화교육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
력하여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2009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
치단체도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지방예산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거주하는 생활지역 중
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예산 규모도 더 늘어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보화교육 지원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재 지
원, 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도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기술 및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내용을 전
환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과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전문강사
로 활용하여 고령층을 고령층이 직접 교육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제고한 점도 앞으로의 고령
층 정보화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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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르신 IT 봉사단
가) 필요성 및 목적
｢어르신 IT 봉사단｣ 프로그램은 정보이용능력이 뛰어난 고령층을 선발하여 이들을 정보화교육강
사로 활용함으로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시작되었다.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주로 젊은 정보화교육강사들이 실시하
는 경우가 많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이해부족과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학습 진도 괴리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노인이 노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
고자 ｢어르신 IT 봉사단｣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어르신 IT 봉사단｣ 프로그램은 정보이용능력이 우수한 어르신들의 IT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활발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디지털 나눔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
으며, 정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이 보다 자유롭게 IT를 이용할 수 있
는 능력을 얻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나) 주요 내용
｢어르신 IT 봉사단｣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2013년도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사업의 핵심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대상자 : 전국의 만 55세 이상 장년 및 고령층
◦ 장소 : 전국의 고령층 교육장 또는 고령층 거주지
◦ 주무부처 및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관련기관 :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고령층 봉사단 운영기관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사업은 2005년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온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약 30~40개의 봉사단에 200여명이 활동하는 수준이었
으나 2009년부터는 20개 봉사단에 100명 정도가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2013년도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국의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한다. 먼저 이
사업의 각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을 보면 [그림 Ⅴ-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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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사업의 각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간행 내부자료

2013년도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사업의 추진방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 및 실용
중심의 방문 정보화교육을 하는 일반 활동 외에 특별활동 팀을 확대하고, 봉사단별 봉사단원의 수
를 5명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양한 IT 봉사활동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둘째, 장애
인 방문강사, 결혼이민자 IT 지도사와 함께 취약계층 IT 리더로 편성하고 지역기반의 ‘IT 나눔 지역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지역 정보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봉사단 발대
식 개최 및 소양교육 실시와 봉사단 카페 운영, 봉사단원증 배부 등을 통해 어르신 IT 봉사단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호간 정보와 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사단 활동현장
간담회, 실태점검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3년도에 ｢어르신 IT 봉사단｣은 정보화능력을 갖춘 55세 이상 어르신 3~5명을 한 팀으로 구성
하여 20개 팀 내외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어르신 봉사단의 활동장소는 경로당･노인교실, 양로시
설･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 생활 및 노인 대상 활동 기관과 거동 불편 노인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 등이다. 활동시간은 봉사단원 1인당 월 2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일반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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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어르신 IT 봉사단 활동 내용(예시)
일반 활동
활동과정

세부내용

기초과정
방문
정보화교육

-

인터넷 기초
컴퓨터 기초
한글 기초
전자정부 교육 등

실용과정
방문
정보화교육

- 웹 디자인, 웹
프로그래밍 등 실용 및
직능 위주 고급과정
- 정보검색사, 오피스활용
등 자격증 취득 분야

특별 활동
활동과정

세부내용

스마트모바일
활용

- 스마트폰 주요기능 활용방법 유용한 앱 소개
- SNS 활용법 등

디지털영상
제작 및 활용

- 동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영상 제작
- 모바일콘텐츠, 이러닝,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활용

인터넷뉴스
기자단 활동

- 기획, 시나리오 작성, 취재, 내레이션, 편집, 녹음 등
영상뉴스 작성법

온라인 쇼핑몰
창업

- 은퇴자 중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층 대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등 직업능력 향상교육

기타

- 컴퓨터 등 정보기기 장애 진단 및 처치
- 기타 IT를 활용한 정보화 봉사활동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간행 내부자료

봉사단원에게는 월 1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봉사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월 10
만원의 기관운영비가 지원된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화교육 교재
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어르신 IT 봉사단｣은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정보이용능력을 가진 고령층을 선발하여 같
은 세대인 고령층에게 정보화교육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무엇보다 동질감이 같은
세대가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는 데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고령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은 물론 소득 창출 효과가 있고 무
엇보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고령층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2013년부터 IT 분야 교육에 초점을 둔 협소한 교육 개념에서 탈피하여
IT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 활동을 강화한 것은 앞으로 ｢어르신 IT 봉사단｣의 발
전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IT 봉사단 운영 규모가 작고 봉사단원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하
여 봉사단 신청 수요에 비해 제대로 정책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외에도
고령층만의 봉사단 구성과 아울러 청소년들과 고령층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면 세대 간의 공감 증대와 세대통합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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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르신 정보화제전
가) 필요성 및 목적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확대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령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고령층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습
에 대한 동기도 부족한 편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어르신들의 동기부여를 더 높이
고 어르신 정보화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정보화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르신 정보화제전｣은 전국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고령층이 정보이용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
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범사회적으
로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고령층의 IT활용을 촉진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나) 주요 내용
｢어르신 정보화제전｣은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동기 부여와 정보화교육 성과를 거양할 목적으
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도 까지 별도 행사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2년도에
｢장애인 정보화제전｣, ｢다문화가정 정보화제전｣과 통합하여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제전｣으로 통합
하여 추진되고 있다. 2013년도의 ｢어르신 정보화제전｣이 포함된 ｢정보화제전｣의 핵심 개요는 다음
과 같다.

◦ 행사명 : 2013 정보화제전
◦ 일시 : 2013. 6. 26(수) 10:30 ~ 17:00
- 지역대회 : 2013. 5. 29(수) ~ 30(목) / 전국 237개 정보화교육장 등
◦ 장 소 : aT센터 제2전시관
◦ 응시자격 : 등록 장애인, 고령자(55세 이상), 결혼이민자
- 장애인(4개 부분) : 지체장애･지적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 고령자(3개 부분) : 1부문(75세 이상), 2부문(65~74세), 3부문(55~64세)
- 결혼이민자(단일 부분)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 참가인원 : 지역대회 선발자 408명(장애인 120, 고령자 168, 결혼이민자 120) 및 인솔자 등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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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내용
- 정보활용 경진대회 : 정보검색, 문서작성
- 부대행사 : 스마트모바일 경진대회, 체험 및 취업상담 부스, 축하공연 등
◦ 추진체계
-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17개 광역자치단체
- 후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
연합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어르신 정보화제전｣은 ｢2013년 정보화제전｣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어르신 정보화제전｣은
전국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대회에서 정보화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2013년 ｢정보화
제전｣의 추진체계를 보면 [그림 Ⅴ-3]과 같다.

[그림 Ⅴ-3] 2013년 ｢정보화제전｣ 추진체계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간행 내부자료

2013년 ｢정보화제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6월에 치러진 본선대회에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선이 진행되었으며,
예선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본선대회에 진출한 인원이 선발되었는데 장애인 120명, 고령자 168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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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민자 120명이 각각 선발되었다. 2013년도 6월 26일에 치러진 본선대회의 주요 경진내용은 <표
Ⅴ-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Ⅴ-9> 2013년 정보화 경진대회 경시부문 및 내용
경시부문
장애인

지체장애･지적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4개 부분

고령자

1부문(75세 이상), 2부문(65~74세), 3부문(55~64세)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단일부문)

경시내용
정보검색(5문제)
문서작성(1문제)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간행 내부자료

본선대회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장관상 등이 수여되는데 총 68명이 수상을 한다,
고령층의 경우 장관상 3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어르신 정보화제전｣은 전국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교육성과를 보여주고 서로간의
경험과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고령층의 정보화에 대한 자신감 고취는 물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2012년부터
그 동안 분리되어 추진되어 오던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와 다문화 정보화 경진대회와 통합하여 추
진함으로써 행사의 효과를 제고함을 물론 정보소외계층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특징이다.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 경진대회는 비록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민간기업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
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고령층들만의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함께 참여하여 정
보화 실력을 겨루고 세대 간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행사가 기획 추진되면 세대통합을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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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소동감 정보검색대회
가) 필요성 및 목적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는 “IT를 매개로 한 세대통합”이란 기치를 내걸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하여 정보화 실력을 겨루는 ｢노소동감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노인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마다 차별화된 주제와 기획으로 진행되어온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제1회 ｢노소동감 정보검색대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한 팀이 되어 정보검색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 구성되었으며 이 후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해
왔는데 여기서는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2008 노소동감 여(女)와 여(汝)｣ 행사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나) 주요 내용
2008년 5월에 개최된 ｢2008 노소동감 여(女)와 여(汝)｣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의 웹버(Webver:
정보화된 노인층)족 할머니들과 걸스카우트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함께 팀을 짜서 정보검색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써 프로그램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기간 : 2008년 5월 27일
◦ 대상자 : 1세대인 60세 이상의 할머니와 3세대인 초등학교 여학생 각 30명
◦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프로그램 주관기관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 관련기관 : 수도권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장충초등학교 걸스카우트

｢노소동감 정보검색대회｣인 ｢2008 노소동감 여(女)와 여(汝)｣ 프로그램은 세대통합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로 2008년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이 행사의 테마는 “성차별 없
는 정보화 세상, 정보화로 하나 되는 여(女)와 여(汝)”이다. 이 대회에서는 1세대인 60세 이상 할머
니 30명과 3세대인 초등학교 여학생 30명이 1:1로 팀을 이루어 총 30팀이 출전해 검색실력을 겨루
었다. 1세대 할머니들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경로당 정보화지원사업 참여 교육생 또는
수도권 지역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할머니들로 선발되었으며 3세대
여학생들은 서울 장충초등학교 3~4학년 걸스카우트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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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노소동감 여(女)와 여(汝)｣는 세계 여성의 날 취지에 맞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모든 문제
는 정보검색을 통해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메인행사 외에 한글타자 입력속도를 겨루는
타자의 달인, 휴대폰 SMS를 통해 선착순으로 문제의 답을 맞히는 휴대폰 문자의 달인 등 1세대와
3세대가 상호 경쟁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국내에 그동안 여러 차례 젊은 층과 노인층이 함께 참여하여 정보화 능력을 겨루는 행사가 종종
있었지만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한 이 행사는 IT 분야의 노소동감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행사
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정보화의 혜택이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정보화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이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운 후 더욱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다는 소감을 피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노소동감 정보화검색대회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상호협력과 경쟁
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젊은 층과 노인층이 함
께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프로
그램이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
가) 필요성 및 목적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
르신 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세대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보다 나은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초기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교
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장 구축 및 정보화교육 지원을 주로 하였으나 정보화교육의 성과를 바탕으
로 노인들이 온라인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 프
로그램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상호 협력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등 소기
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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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기간 : 2009년 2월 ~ 2011년 말
◦ 대상자 : 만 55세 이상 온라인 창업에 관심이 있는 남녀
◦ 장소 :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 프로그램 주관기관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관련기관 : 양재, 종로, 서대문, 성남 수정, 군포 등 다수의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노인종
합복지관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한 기수 당 6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육
과정은 <표 Ⅴ-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Ⅴ-10>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
구분

월

금

비고

1주차

1. 인터넷판매의 이해
(개인쇼핑몰, 오픈마켓 대행몰)
2. 인터넷 쇼핑몰 장단점 분석
3. 판매자 준비자세
4. 판매 카테고리의 이해

1. 아이템선정
2. 공급거래선 확보
3. 아이디어맵을 통한 검색어 실습

1. 상품기획(1)/유통채널의 이해
- 관심상품 유통경로 조사(과제)

2주차

1. 사업계획 세우기
2. 오픈마켓 분석
3. 오픈마켓 상품 구매실습 시작
4. 관심상품 시장조사 발표
5. 옥션 회원 가입;

3주차

1. 디자인파트(1)/ 사진촬영
- 상품꾸미기 첫걸음

1. 디자인파트(1)/ 사진촬영
- 상품꾸미기 첫걸음

중고상품 촬영

4주차

1. 옥션 중고상품 등록1
- 상품 기술서 간단 예시

1. 옥션 중고상품 등록2
- 상품 기술서 간단 예시

중고품 1상품 이상
등록 실습

5주차

1. 디자인파트(2) / 동영상 제작
- 상품 기술서 제작

1. 디자인파트(2) / 동영상 제작
- 상품 기술서 제작

6주차

1. 디자인파트(3)/ 포토샵1
- 포토샵을 이용한 상품기술서 제작
- 상품소개 시나리오 작성

1. 디자인파트(3)/ 포토샵2
- 포토샵을 이용한 상품기술서 제작

7주차

1. 디자인파트(3)/ 포토샵3
- 포토샵실습(애니메이션/GF)
- 광고배너 제작

1. 디자인파트(3)/ 포토샵4
- 포토샵실습(애니메이션/GF)

개별조사

3주차수업과
연이어 수업
이미지, 기술서
제작

광고배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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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

금

8주차

※판매실전
1.상품등록하기
2.판매 프로모션(사은품 경품 등)

※판매실전
1.상품등록 및 상품꾸미기
2.광고구매(배너 히트상품 코너)

9주차

쇼핑몰 제작과 광고
1. 쇼핑몰 솔루션 이해

쇼핑몰 제작과 실습

※홍보실전1
1.카페성공사례 공유
10주차
2.카페 만들기
3.블로그 제작
11주차

1.대형몰 입점과 홈쇼핑 운영의 이해

※홍보실전2
1.카페만들기
2.블로그제작
오픈마켓 실전판매 평가
토론 및 질문

비고
상품등록

조별 과제

개별 과제

종강

자료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미간행 내부자료

<표 Ⅴ-10>에서 보듯이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 홍보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실무교육 외에도 적성검사나 자존감 향상 등과 같은 교육도 이루어지며, 창업
경험자나 성공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도 함께 진행된다.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는 매년 5개 정도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복
지관별로 25명씩 120여명 내외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성과를 보면 수료 인원이 약 80% 수준에
이르며 수료자 중 약 30% 정도가 실질적인 온라인 창업에 참여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2개년
동안 판매를 위한 상품등록 수는 274개에 이르며 이중 71개(25.9%)가 판매 완료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어르신 온라인 창업아카데미｣는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기초 및 실용교육을 배운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온라인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하여 심리적인 자존감 고취는 물론 경
제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해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 정책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기초 활용교육에 머물
고 있었는데 비해 이 프로그램은 기초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교육에 도전하여 정보
이용능력을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지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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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진체계 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란 회사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노인 관련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업과 NGO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NGO가 협력하여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사
회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 IT 전문교육을 담당
할 전문강사나 온라인 창업 컨설턴트로서 젊은 층이 참여하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면 더욱 성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6) 실버넷 기자단
가) 필요성 및 목적
실버넷운동본부는 2000년 6월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식정보사회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년
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선도해 나가고자 민간운동 차원에서 결성되었
다. 초기에는 여러 민간 기업들의 후원을 통하여 노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
나 2002년에는 정보화교육을 넘어서서 정보이용능력을 가진 노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
회에 환원하고자 기자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버넷뉴스를 제작해 오고
있다.
｢실버넷 기자단｣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노
년층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배운 지식과 노하우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
하고 세대 간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주요 내용
◦ 기간 : 2002년 ~ 2013년 현재
◦ 대상자 : 실버넷운동본부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고령층
◦ 기자단 규모 : 2013년 현재 200여명
◦ 프로그램 주관기관 : 실버넷운동본부
◦ 관련기관 : SK Telecom, 삼성 SDS, NCSOFT

2000년 6월 출발한 실버넷운동본부는 동년 7월부터 전국의 80여개 대학과 협력하여 고령층에 대
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후 2002년에 와서 실버넷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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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축이 되어 실버넷뉴스를 제작해 오고 있다. 실버넷뉴스는 실버들의 연륜과 지적능력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사회활동 발판을 만들고자 시작되었는데, 정치, 상업 기사를 배제하고 순수언론매
체로서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달하고 실버세대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천명하고 있
다. 실버넷뉴스 기자들은 전국 각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200여명이
활동하며 평균 연령 68세에 이르고 있다.
2005년도에 실버넷뉴스 단독 사이트를 오픈되어 더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영상뉴스를 신설하여 읽는 뉴스만이 아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뉴스
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2010년도에는 국제부를 신설하여 해외에서도 실버넷뉴스를 즐길 수 있도
록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인터넷 뉴스 제작 활동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전국 5개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최고의 웹버족을 만들기 위한 웹버족 교육을,
2010년에는 실버 UCC 제작반 교육 실시 등 노인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인터넷 사회활동 참여 환경
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실버넷운동본부의 ｢실버넷 기자단｣은 정보화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정보화능력을 활용하여 자신
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전수함은 물론 교육문화, 미래경제, 국제, 복지환경, 시민사회, 생활건
강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들
｢실버넷 기자단｣은 어느 젊은이들 못지않은 정보기기 이용능력을 활용하여 뉴스 취재･편집, 영상뉴
스의 취재 보도 등을 자력으로 수행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이 취재하는 뉴스들은 노인들의 관점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뉴스
를 생산 제공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들 실버넷기자단이 우리사회의 젊은 층과 노인층 간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디지털 세
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기자
단이나 기존의 언론사 기자단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 세대통합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
을 것이다.

7)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세상
가) 필요성 및 목적
SK Telecom의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세상｣은 SK Telecom이 2003년부터 후원하는 대학생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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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인 Sunny의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로 대학생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1:1 휴대폰 활용교육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노인들과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은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으나 노인들이 이들 통신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들에 대한 통신기기
활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집단교육이 아닌 1:1 맞춤형 방식으로 기획된 것이다. 특히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대학생들과 노인들을 매치시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나) 주요 내용
◦ 기간 : 2007년 ~ 2013년 현재
◦ 대상자 : 대학생과 휴대폰 및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노인
◦ 장소 :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 프로그램 주관기관 : SK Telecom 대학생봉사단 Sunny
◦ 관련기관 : SK Telecom, 행복나눔재단 Sunny사무국 등

2007년부터 운영된 SK Telecom의｢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세상｣은 대학생들이 노인들에게 1:1
휴대폰 활용 교육을 해주어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1･3세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세대 간 장벽이
없는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운영하는 Sunny의 대표적인 ICT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
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40명 내외를 선발하며 보통은 노인복지관 1개소 당 16명의 대학생 봉
사단을 파견하여 휴대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보통 주 1회 2시간가량 진행하며 총
교육시간은 5회에 걸쳐 약 10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휴대전화 사용예절, 주의사항, 기
능키 활용, 문자보내기, 전화번호부 사용, 사진, 달력, 계산기 사용 등 핵심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진행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들에 대한 휴대폰교육 인원수는 9,000명에 이르며,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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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Sunny봉사단의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장면
자료: Sunny 홈페이지(http://blog.besunny.com/?p=12879). 2013.9.24.

다) 성과 및 시사점
SK Telecom의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세상｣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이 ICT 분야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선발하여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들에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이용방법을 교
육함으로써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거나 노
인들이 노인들에게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기획하여 1세대와 3세대를 연계한 세대통합적인 교육으로 추진한 점과 1:1 맞춤형교육으로 교육
성과를 높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8) IT 서포터즈 세대동감 교육
가) 필요성 및 목적
｢KT IT 서포터즈｣는 국민의 IT 활용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한민국을 디지털 지식강국으로 선
도하기 위해 2002년 2월 21일에 출범한 KT의 무료봉사단체이다. ｢KT IT 서포터즈｣는 ‘나눔 KT’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23개 팀, 200명의 KT 정규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농어민, 장노년
층,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IT 나눔 봉사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KT IT 서
포터즈｣는 지난 7년간 26만여 회에 걸친 IT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약 23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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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한편, KT는 2008년부터 매년 ｢KT IT 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을 200~400명 가량 모집하여 노
인, 다문화가정, 농어촌 IT 봉사활동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KT IT 서포터즈｣와 대학생 봉사단들이 노인들에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교육
을 하거나 UCC 백일장을 지원하는 등의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SK
Telecom의 Sunny 봉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KT IT 서포터즈｣ 세대동감 교육 프로그램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세대 간의 공감대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주요 내용
◦ 기간 : 2007년 ~ 2013년 현재
◦ 대상자 : 컴퓨터, 휴대폰 및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
◦ 장소 : KT교육장, 학교,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등
◦ 프로그램 주관기관 : KT IT 서포터즈 및 IT 서포터즈 대학생봉사단
◦ 관련기관 : KT IT 서포터즈, 지방자치단체, 각종 학교, 복지관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출범한 ｢KT
IT 서포터즈｣는 정보화교육에서 시작하여 다각적인 활동영역을 넓혀 왔다. 현재 ｢KT IT 서포터즈｣
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표 Ⅴ-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Ⅴ-11> ｢KT IT 서포터즈｣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주요 내용

맞춤형 IT교육

-

컴퓨터 및 프린터 사용법
인터넷 정보검색
UCC, 디지털 앨범 제작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법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폰 활용

실생활형 IT교육

-

인터넷 뱅킹, 쇼핑, 예약
전자민원서류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이메일, 메신저 활용

최첨단 IT기기 활용

- 스마트폰 이용방법
-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서비스
- 태블릿PC 활용법

비고

스마트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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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

IT역기능 예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주요 내용
-

비고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및 예방 특강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예방, 개인정보보호
유해사이트 차단, PC사용시간통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실

-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 마케팅기반 조성
- OA실무 각종 SW교육으로 생산성 향상
- 파워포인트 활용교육 등 다문화강사 지원
- IT를 활용한 한글, 문화교육 등 귀화지원
- 교통수단, 쇼핑몰 검색 등 실생활 편의 지원

자료 : IT 서포터즈 홈페이지(http://www.itsupporters.com/ap/info/program.jsp). 2013.9.24.

｢KT IT 서포터즈｣는 맞춤형 IT 교육, 최첨단 IT 기기 활용, IT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6가지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정보화교
육의 수준을 넘어 IT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은퇴자를 대상으로 IT 분
야의 강사인 드림티쳐로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1,000개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KT IT 서포터즈｣의 세대공감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KT IT 서
포터즈｣와 대학생 봉사단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일례로 ｢KT IT 서포터즈｣와 대학생 봉사단은 전국적으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
고 있다. 또한 KT는 스마트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에 대한 공개교육 및 주
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대상의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
고 있다. 이외에도 ｢KT IT 서포터즈｣는 2013년에 은퇴자 2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2천명에게 재능 나눔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 성과 및 시사점
｢KT IT 서포터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보화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어르
신은 물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나라 정보소외계층에게 생활에 유용한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교육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대학생 봉사단을 선발하여 노인들에 대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및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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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활용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1세대와 3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에 많
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PC 및 인터넷 활용교육과 스마트
폰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UCC 백일장 행사를 지원하며 은퇴자들이 IT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장노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및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IT 관련 민간 기업들도 앞서 살펴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 Telecom이나 KT의 모델을
활용하여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한다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
고 세대 간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기타 사회복지관들의 IT 분야 세대통합 프로그램
가) 필요성 및 목적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봉사자를 이용한 노인 스마트폰 교육 등이
종종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정보화교육의 목적은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세대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나) 주요 내용

① 서울 송파구 ｢어르신 정보화교육｣
송파구는 만 55세 이상의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
년에 2회 실시한 스마트폰 체험교육을 2012년에는 45회로 늘렸으며 모든 정보화교육 과정에 SNS
활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보화교육강사는 주부 IT 강사, 스마트폰 활용교육은 ｢KT IT 서포터즈｣
가 담당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기초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
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② 서울 은평구 ｢대학생 어르신 컴퓨터교육｣
은평구는 2013년 1월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교육강사로 활용하여 6주간에 걸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입문, 인터넷 기초, 한글과 엑셀 활용,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이다.
이 정보화교육을 통해 대학생은 사회봉사 기회를 가짐은 물론 노인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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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 ｢휴대전화 활용교육｣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2012년 2월에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활용교육 ｢세대공감 속으로 통(通)! 통(通)!｣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대학생 자원봉사
자와 노인들이 1:1로 휴대전화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휴대폰 기본
기능교육, 전화번호부 관리, 문자 송수신, 사진함 관리 및 열람, 전자사전 활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④ 수원 영통구 ｢스마트폰 세대공감 맞춤교육｣
수원 영통구 태장주민센터는 2012년 1월에 ｢스마트폰 세대공감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20명이 한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1:1 맞춤식 교육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보람 있고 뜻 깊은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
움을 겪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통해 가족 간 감사의 문자, 손주와의 영상통화를 통한
세대공감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인천 서구노인복지관 ｢세대통합 인터넷신문｣
인천 서구노인복지관은 세대 간 문화격차를 없애기 위해 어르신들과 청소년, 아동 등 젊은 세대
가 함께 만드는 공익 인터넷신문 ｢e세대공감뉴스｣를 2011년 3월에 창간한 바 있다. ｢e세대공감뉴스
｣는 어르신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15명씩 총 45명이 활동하며 각자의 시각에서 주변의 소소한
일상과 사람 사는 따듯한 세상을 취재하여 보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과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세대통합을 위해서 기획되었으며 어르신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와 젊은 세대와의 소통
을,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글쓰기 능력 향상 등의 자기 계발 기회와 어르신 세대와의 협업을 통한
세대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개
발･추진 중에 있다. 그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노인들에
게 컴퓨터나 휴대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일대일 맞춤형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 및 공감대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천 서구의 세대통합
인터넷신문 발간과 같은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와 어르신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의 업무를 수행한다
는 점에서 쌍방향적이고 서로간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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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앞으로는 젊은 디지털 세대와 나이가 많은 아날로그 세대가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쌍방향으로
주고받는데서 더 나아가 공동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프
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세대통합을 위한 국내 주요 정보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그 필요성과 목
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그리고 성과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NGO 등에서 유사한 세대통합 정보 프로그램들이 다수 실시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 위주로 소개하였다. 앞서의 사례분석 결과들을 종합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 프로그램은 크게 컴퓨터나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다루지
못하는 장노년층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경진대회,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프로그램 그리
고 청소년이나 젊은 층인 디지털 세대와 장노년층인 아날로그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세대 간의 소
통과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장노년층인 아날로그 세대
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양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기획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의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 프로그램이 장노년층인
아날로그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젊은 층과 장노년층이 함께 참여하더라도 젊은 층이 일방적으
로 장노년층들에게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교육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장노년층인 아날로그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디지털 세대에게 전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적인 세대통합 정보 프로그램이 더 많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각 프로그램별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각 프로그램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표 Ⅴ-12>와 같다.

<표 Ⅴ-12> 국내 정보 분야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세부 사례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

정책적 시사점
상호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전문기관을 통한 강사육성, 교재개발, 평가 등의 서비스 제공
고령층 강사인력 제공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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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례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

정책적 시사점
노-노 정보화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청소년과 고령층이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봉사단의 운영 필요

어르신 정보화제전

고령층 정보화교육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제고
노소동감형 정보화경진대회의 확대 필요

노소동감 검색대회

노-소 세대 간의 상호협력과 공감대 제고
정보화분야의 노-소 협력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온라인창업 아카데미
실버넷 기자단

정보화를 통한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기업과 NGO와의 상호협력 모델 화대
고령층의 전문적인 디지털 활용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 전수 프로그램 확대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세상

세대 간의 격차해소 및 상호소통 강화
세대통합 연계형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IT 서포터즈 세대동감 교육

기업의 정보화분야 사회공헌 확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화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기타 사회복지관 IT분야
세대통합 프로그램

공동의 목표 및 업무수행 세대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

3 해외 교육 분야
가. 분석 개요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이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친밀한 의사소통을 경험하며,
감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과업을 통해 협력을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Peacock & Talley, 1984). 이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간
극을 좁히고,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dson & Boals-Gilbert, 2010).
이처럼 세대 간 연계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에임스와 요아트
(Ames & Youatt, 1994)는 세대통합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여가, 교육, 건강 증진,
공공 서비스, 개인적 발전(personal development)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스터(Foster, 1997)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 가운데 여가, 교육, 그리고 개인적 발전이 아동과 노인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에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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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교육은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그들이 지닌 역량과 지식, 기
술을 교환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세대 간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
장 가치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성인들은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습득한 지식을 어린 세대에
게 전달해주고, 동시에 어린 세대는 그들이 가진 기술과 에너지, 정보를 노인세대와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Davidson & Boals-Gilbert, 2010).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한 세대통합은 무척 유효한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분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
다. 여기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다양한 형태로 교육 부문과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세대통합
을 위해 설립된 학교도 있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사례
도 있다. 그에 비해 본래 세대통합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보다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통합의 효과를 거두게 된 사례도 있고, 학령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대상 국가로
는 북미권 국가 중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와 독일,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고령국
인 일본 그리고 호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사례로는 미국과 캐나다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미
국에서 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그에 관한 홍보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로 짐작된다. 또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들이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련 연구 지원이 확대된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세대통합 관련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유럽 또한 세대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2008년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설문조사기관인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가 199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 구성원들은 노인세대가 사회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노
인들이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에 대해 부양 의무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 유럽 구성원들의 85%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하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는 사회보장시스템 등 여타 여건이 다소 상이한 유럽에서도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에 갈등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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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와 알렌(Pinto & Alan, 2009)의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럽에서도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적 접
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평생학습이 단순한 교육적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유럽에서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교육･학습을 강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시행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중 이탈리아, 독일에서 실시되는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시아국가 중 대표적 고령국가의 하나인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 아
래에서, 사람이나 지역 간의 유대(감)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이러
한 상황을 ‘무연사회(無緣社會)’로 부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복지나 교육,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 나아가 세대 간 협동의 중요성이 일본 사회의 긴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실시되는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였고, 또한
호주에서 시행 중이며 관련 자료가 비교적 활발히 공개되고 있는 KITE(Kids Interacting the
Elderly) 사례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는 세대통합에 관한 논의가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특히 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
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국가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 분석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내용’, ‘성과 및 시사점’을 공통된 분석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앞서의 사례분석 결과들을 종합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다음 <표Ⅴ-13>은 분석 대상 우수 프로그램 사례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Ⅴ-13> 해외 세대통합 우수 프로그램 사례 : 교육 분야
번호

대상 국가

사례명

1

미국

The Intergenerational School

2

미국

버지니아 공대 Neighbors Growing Together(NGT)

3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4

캐나다

The Meadows School Project

5

이탈리아

Orto in Condotta

6

독일

Young and Old in School

7

일본

세대 간 교류형 사회공헌프로그램 ｢REPRINTS｣

8

호주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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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교육 분야 세대통합 우수사례
1) 미국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8)

가) 배경 및 필요성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는 The Intergenerational
School(TIS)과 The Near West Intergenerational School(NWIS) 등 두 개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
다.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공립 차터스쿨인 이 두 학교는 혁신적인 세대통합적 접근을 적용한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대통합 학교의 모범적
인 사례이다.
2000년 캐시 화이트하우스 박사(Dr. Cathy Whitehouse)와 피터 화이트하우스 박사(Dr. Peter
Whitehouse)의 공동 설립으로 개교한 TIS는 8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TIS는 학생들
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또한, 학습
은 평생의 발달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학교가 연령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구분
하는 데 비해 TIS 설립자들은 학습목표의 완전한 도달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로 교과과정을 운영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의 성공은 지속적이며 학생이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
간은 다양하다는 것이 TIS 설립자들의 철학이었다. 따라서 TIS에서 학생들은 개개인의 방식과 발달
속도에 맞추어 학습하게 되며, 하나의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들은 학교란 연령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 짓는 곳이 아니라, 성인들이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
식과 교훈을 젊은이들이 지닌 젊은 역량과 상상력과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George et al., 2011).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학교는 필연적으
로 특정 연령대의 학생들로 구성되기보다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설립목적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TIS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린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적 성격을 지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왔으며, 환경 문
제나 보건 문제와 같은 사안에 관해 세대가 연계하는 학습을 실시해 왔다.
2000년에 설립된 TIS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에 힘입어, 2011년에는 NWIS가 새로 문을 열게 되
었다. NWIS는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의 두 번째 캠퍼스이다. NWIS
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에 의
해 주도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은 지역의 아이들과 가족구성원들이 질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8)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사례는 해당 학교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tisonline.org/)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으며,
웹사이트에 소개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였음.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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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희망하였고,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평생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아울러 가족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IS
설립자들과 협력하여 NWIS를 설립하게 되었다. 요컨대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주요한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목적 및 내용
TIS는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가 어울려 함께 학습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TIS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의식을 길러주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K~8 연령대에 해당하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도 포함될 수 있다.
TIS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철학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첫째, 학습은 생애 전
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둘째, 지역사회와 다양한 문화와 경험들은 수업을 구성하는 데 중
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자원은 모든 연령대의 구성원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은 풍부한 학습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 보다 잘 이해
하게 된다.
TIS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체적(holistic)인 접근을 취한
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기획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지닌 지식, 태도, 재능, 흥미,
문화 등 제반 경험을 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전체적 접근에서는 수업 내용들이 지역사회
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실질
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 TIS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광범위한 개념적 이
해를 추구하며,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들은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된
다. 셋째, 건설적이어야 한다. 건설적이라는 것은 개별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설립 철학과 특징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TIS에서 외현적으로 관찰되는 가장 큰 차
이점은 K~8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TIS의
교육이 세대통합적 성격을 지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IS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
는 학년 개념으로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학생집단을 구분한다. 따라서 나
이가 어리더라도 하위 발달단계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이수하고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상위
발달단계로 이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성인 학습자의 경우라도 하위 K~8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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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TIS에서의 학급은 발달수준을 고려한 소규모 학급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
로의 방식과 발달수준에 맞추어 학습하게 된다. 그 결과,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교육적 수요와 능력
을 고려한 개별화 된 학습이 가능하다. TIS에서의 발달단계가 요구하는 과업의 수준은 일반적인 학
년 구분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표 Ⅴ-14> 참조).
<표 Ⅴ-14> TIS의 학습단계를 고려한 구성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일반적인 학년 구분

Emerging

-----------

K-1

Beginning

-----------

1-2

Developing

-----------

3-4

Refining

-----------

4-5

Applying

-----------

6-8

출처: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홈페이지(http://www.tisonline.org). 2013.7.12.

조지 외(George et al., 2011)에 따르면, 학습은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는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지닌 모든 연령대의 구성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되
고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습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대통합도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실
제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TIS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TIS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과정은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장년층 또는 노년층 구성원들
에게 멘토 역할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어린 학생들을 장노년층의 멘토가 되어 이들에게
IT기기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10~14살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능력을
갖추지 못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50대의 구성원들에게 1주일 동안 워크숍 기회를 통해 컴퓨터 활
용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이 워크숍 기간 동안 어린 학생들을 장노년층 학생들과 함께 TIS
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검색법, 이력서 작성 및 수정 방법, 워드 프로세서 활용법, PPT 문서의 기
본적인 작성법 등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알려주었다. 또한 장년층의 성인 학습자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직업 탐색의 과정이나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일러주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TIS는 어린 학생들에게 독창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교육부, 미국 환경보호청, 오하이오 교육부, 알츠하이머 단체 등 여타 많은
기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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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가 거둔 다양한 효과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서 관찰되는 정
서적 발달이나 태도의 변화이다. 미국 내 일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반항, 청소년 비행이 문제가
되는 데 비해, TIS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좀 더 차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불안정한 환경
에 노출되어 있는 데 비해, TIS에서는 이런 아동들이 보다 세심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교사뿐
만 아니라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지닌 다양한 성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어린 학
생들은 노인들이 갖는 신체적･행동적･인지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 인내
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장애나 여타 불편함을 지닌 구성원들에게 자발적
으로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서로 돕는 태도
는 미래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으로 볼 수 있다.
세대 간 교류의 효과는 주로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보고되지만, 관련 자료에 따르면 TIS의 교
육 방식은 어린 학생들의 인지 발달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로 TIS는 오하이오 주에서 교육효과가 높은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2003~2007학년도에는 최우수
(Excellent) 학교로 분류되었고, 2007~2008학년도에는 효과적인(Effective) 학교로 인정받았다.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300개 이상의 차터스쿨 가운데 이처럼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학
교는 TIS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오하이오 주에서 실시한 학업성취 평가 결과 살펴
보면, TIS 학생들이 인지적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취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Ⅴ-5]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TIS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오하이오 주 평균 및 클리블랜드 지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Ⅴ-5] TIS 학생들의 학업성취 비교 결과
출처: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홈페이지(http://www.tisonline.org/outcomes/).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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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발휘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되었던 반면, 성인 학
습자들에게 발휘되는 세대통합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지 외(2011)의 연구에서 TIS에 참여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
로그램 참여자들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스트레스 감
소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상술한 TIS 사례는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사설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
교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
하는 봉사활동 성격의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자들은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그 만큼 프로그램에의 접근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TIS의 운영 방식은 K~8에 해당하는 어린 학생들만을 학생으로 삼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 같은 학교 운영 방식에 의해 동
일 연령대의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학습하게 되어 다양한 세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셋째, TIS에서는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모델이 아니라, 두 집단
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TIS 수업에서 성인들은 어린 학생
들의 멘토로 참여하지만, 반대로 어린 학생들이 성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TIS가 거둔 가시적인 성과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상호 교류하는 교육 방식이 세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태도 및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에도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TIS는 일반적인 운영 방법을 탈피한, 다소 혁신적인 학생구성 및 학교구성을 통해
정규 학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의 의미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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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버지니아 공대 Neighbors Growing Together 프로그램9)
가) 배경 및 필요성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 University)에서 주관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인 Neighbors
Growing Together(NGT)는 아동과 노인, 두 집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동과
노인세대가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하는 경험을 가지려면 아동보육 및 노인학 분야에서 모두 훈
련을 받은 전문가가 어린이와 노인세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돕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
다는 것이 NGT 프로그램의 전제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NGT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현실화 하는 데 버지니아 공대는 무척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다. 버지니
아 공대에는 이미 아동 및 노인 분야에서 각각 전문성을 갖춘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
다. 먼저 노인 분야에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은 Adult Day Services(ADS)이다. 이 프로그램은 버
지니아 공대의 교양학부(Liberal Arts and Human Sciences)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학
과에서 1992년 11월부터 개설하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 돌봄
(community-base care)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노인 및 노화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버지니아 공대에는 지역, 주, 국가수준에서 아동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서비스 프로그
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 및 연구를 위한 아동발달센터(Child Development Center for
Learning and Research, CDCLR)’가 개설되어 있었다. 노인과 아동을 각각 연구하던 두 센터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NGT의 교수진과 학생들 또한 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세대통합교육, 아동-성
인 상호작용 연구 등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NGT 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버지
니아 공대에서 개발･운영되었고, 현재 대학이 주관하는 세대 간 공간 공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과 아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의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 간 연계를 위해 가족 내에서 조부모 세대와 손자 세대 간의 접촉과 교류
를 도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군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외집단 구
성원들과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쌓더라도 그것이 가족구성원이 아닌 외집단에게까지 일반화되지는
않는다(Newman et al., 1997; Pettigrew, 1998; Jarrott, 2007에서 재인용). 젊은 세대의 입장에
서 노인세대를 외집단으로 전제하고 보면, 젊은 세대가 가족 내에서 할머니･할아버지와 긍정적인
9) 버지니아 공대의 NGT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다음의 2가지 웹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여 작성하였음. 2013.5.13.
① http://www.vt.edu/spotlight/achievement/2007-04-16_intergenerational/2007-04-16-intergenerational.html
② http://www.intergenerational.clahs.vt.edu/neighbors/index.html

152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접촉 경험을 갖더라도 자신의 할머니･할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가족이 아닌 여타 노인들에
게까지 적용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가족구성원이 아닌 여타 노인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실제로 푼더부르크
외(Funderburk et al., 2006)의 연구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노인들과 자주 접
촉하는 것이 노인세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단지 가족 간의 접촉만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인식에서 보다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접촉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NGT 또
한 이 같은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목적 및 내용
NGT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교육, 연구,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세대 간 협동 프로젝트
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이 모
든 세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 NGT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장하는 사업 내용
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GT는 아동, 노인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상정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육 및 노인 분야를 두루 포괄하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후속 세대를 영입하기 위해 세대통합 훈련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둘째, 아동 및 노인 발달에 관한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 프
로그램이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수행한다. 셋째, 세
대통합 사례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 평가 결과, 관련 문헌
제공, 학회 발표, 워크숍 훈련, 웹 사이트 게시, 세대통합 관련 저작물과 출판물 등을 통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자, 지역사회 공무원, 행정가들에게 풍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지역사회
의 아동 및 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관련 단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아동
의 양육･발달이나 세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단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
된다. 다섯째,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세대 연합
(Generations United)과의 연계･협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조직 및 기관을 통해 세대통합 기
금 조성을 추진하거나, 세대통합에 관한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NGT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 유형들이 <표 Ⅴ-15>에 소개되어 있으며, 소개된
내용의 활동 사례가 [그림 Ⅴ-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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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NGT 활동 사례
활동

내용

동물 분장
(animal
charades)

▪ 노인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능, 운동 기능,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양육 및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있음
▪ 노인과 유아가 팀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동물 이름 목록을 작성하고, 팀별로 한 사람이
동물 동작을 취하면 나머지 사람이 해당 동물의 이름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노인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 자아존중감 및 과제집중력 향상, 협동심 증진, 운동기술 향상, 새로
나비 만들기
운 용어 및 기술 습득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함
(butterfly making)
▪ 색종이를 잘게 찢어서 지퍼백에 가득 채우고 묶은 다음, 막대기를 중심으로 두 개의 날개 모양을
만듦. 만들기를 하면서 ‘나비’를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나눔
▪ 노인 및 18개월~3세 유아 또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낙엽 및 꽃 수집 ▪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의 향상, 과제집중력, 협동심 증진을 도모하고, 양육 및 돌봄
(collecting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leaves & flowers) ▪ 나무가 있는 산책 장소에서 성인 1명과 유아 1명이 팀을 구성하여, 야외로 나가 낙엽 또는 꽃을 수집
함. 수집된 낙엽과 꽃은 다른 활동의 재료로 사용됨

댄스
(dancing)

▪ 성인 및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자기표현능력과 운동 기술 증진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함
▪ 여러 가지 춤 동작과 다양한 악기 및 음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택한 음악에 맞춰 춤 동작을
표현함

데쿠파주
(decoupage
flower pots)

▪ 노인 및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향상, 과제집중력 및 활동 완수 능력 증진, 협동심 제고,
양육 및 돌봄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함
▪ 화분이나 티슈, 그림, 데쿠파주용 풀, 붓 등을 준비물로 하여, 티슈조각을 화분 테두리에 붙이면서
화분을 함께 꾸미는 활동을 함

타투
(henna on a
traced hand)

▪ 성인 및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운동 기술 능력 및 협동 능력 향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붓, 마커, 그림을 준비해서, 헤나 타투 문양을 종이에 그리거나 파트너의 손바닥에 그림

낙엽 탁본
(leaf rubbing)

▪ 성인 및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 성취 및 자아존중감 향상, 협동심 증진, 양육 및 돌봄 기능 수행을 목적
으로 함
▪ 물감, 붓, 색연필, 마분지, 테이프, 낙엽을 재료로 사용하여, 마분지 아래 낙엽을 깔고 색연필로 색칠
해서 낙엽 자국을 남기는 일종의 탁본 뜨기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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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빙고
(letter bingo)

▪ 성인 및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과 창의성 제고, 의사결정능력 향상, 새로운 용어 및 기술의 학습,
양육 및 돌봄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종이, 마커, 빙고 조각, 알파벳 글자를 활동 재료로 사용함
▪ 성인과 유아가 팀을 이루어, 유아가 정사각형 안에 알파벳을 써넣은 후, 알파벳을 하나씩 부르면서
빙고 게임을 함

▪ 성인 및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무지개
▪ 저기표현 능력, 협동심, 운동기술 향상,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natural rainbow) ▪ 풀, 마커, 가위, 무지개 그림 등을 준비한 후, 성인과 유아가 함께 무지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무지
개를 꾸밀 수 있는 재료를 주변에서 수집한 후, 무지개를 완성함

나무심기
(planting)

▪ 성인 및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운동기술 능력 향상, 협동심 제고, 집중력 향상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둠
▪ 흙, 장갑, 삽, 화분, 씨앗을 준비하여, 화분에 심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직접 씨앗을 심어봄

가지꽂이
(planting stem
cutting)

▪ 성인 및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 제고, 협동심 함양, 양육 및 돌봄 기능 수행
에 목적을 둠
▪ 화분, 흙, 물, 식물의 줄기를 준비한 후, 잘라온 줄기를 화분에 심음. 씨앗을 심은 화분과 함께 비교하
며 관찰함

▪ 성인 및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운동기술 능력, 언어 능력, 자기표현 능력, 창의성 제고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엽서 쓰기
목적을 둠
(postcard writing)
▪ 엽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부치는 활동을 직접 해 봄
▪ 성인 및 유아가 함께 참여함
▪ 운동기술 능력, 협동심, 의사결정능력 제고에 목적을 둠
바다 꾸미기
(under the sea) ▪ 파란색 도화지, 모래, 바다동물 그림, 일반동물 그림, 마커, 풀, 가위를 재료로 삼아, 바다생물과 그렇
지 않은 생물을 구분한 후 바다생물을 파란색 도화지에 오려 붙이면서 바다를 꾸며봄
출처: Neighbors Growing Together 홈페이지(http://www.intergenerational.clahs.vt.edu/neighbors/sampact.html) 내용을 요약
하여 표로 재구성함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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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NGT 활동 사례
출처: Neighbors Growing Together 홈페이지. 2013.5.18.
※ 댄스 http://www.intergenerational.clahs.vt.edu/neighbors/triedtrue/dancing.pdf
※ 낙엽･꽃 수집 http://www.intergenerational.clahs.vt.edu/neighbors/triedtrue/leavesflowers.pdf
※ 타투 http://www.intergenerational.clahs.vt.edu/neighbors/triedtrue/hennaontracedhand.pdf
※ 엽서쓰기 http://www.intergenerational.clahs.vt.edu/neighbors/triedtrue/postcardwriting.pdf

다) 성과 및 시사점
상술한 것처럼 NGT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움을 주
고받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상부상조의 경험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고된 바에 따
르면 NGT 프로그램은 유아와 노인들에게 모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어린 아이들로 가득한 교실을 방문하는 경험을 통해 활력 증진을 경험

156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가 삶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증상이
완화된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는 NGT 프로그램이 세대 간 협동, 운동기술 향상 등 특정 목
표를 통해 상호 의지하고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유아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따뜻하고도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다. 또한 아이들은 NGT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과의 교류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고령화로
인해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이 같은 단기적 변화 외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노인층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추후 이들의 진
로 개발의 밑거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장기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NGT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NGT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주요 주체인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던 두
기관의 통합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안정성, 신뢰성, 전문
성이 담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는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 운영되던 유아 중심 프로그램과 노인 대상 봉
사 프로그램의 융합･통합을 통해 새로운 이슈인 세대통합 논의 및 연구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아, 청년, 노인 등 3세대가 조화롭게 어울리
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학교를 개방하거나 대학교의 여러 가지 자원(공간, 시
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세대통합 프로
그램이 주로 유아와 노인 등 두 세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NGT 프로그램처럼 대학교를 활용
할 경우 자연스럽게 20대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NGT 프로그램은 단지 활동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한
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것처럼 NG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다수의 버
지니아 공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자, 조력자, 연구자, 인턴, 자원봉사자, 현
장 연구자로 참여한다. 실제로 NGT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세대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
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세대통합
교육 연구 관련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변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현장과 교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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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양
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같은 연유로 버지니아 공대는 미국에서 세대통합
을 위한 공간 공유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대학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10)
가) 배경 및 필요성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펜실베
이니아 주립대학교가 주도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통합의 주체인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참여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기보다는, 세대통합교육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일종의 허
브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대통합과 관련한 운영 자료를 DB화하여 정보를 제
공하고,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지원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데 주
된 기능이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 및 지역 카운티의 자금으로 조성된 프로그
램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의 67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에 접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펜실베이니아
주의 교육자, 교직원,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연계･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종, 종교, 연령 집단을 막론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기를 추
구하는데, 세대통합적 접근은 이 같은 프로그램의 지향점 및 철학, 목표와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갖는
다.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의 발전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 인력을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협력자로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전통은 그 자체로 세대통합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프로그램 관
계자들은 이러한 접근과 시도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지
속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세대통합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주로 해당 프로그램이 참여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0)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는 공식 웹페이지인 http://extension.psu.edu/youth/intergenerational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작성하였으며, Extension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http://extension.psu.edu/about 을 참조하였음 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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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연구하거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인 측면에서는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건강 향상, 4-H 프로그
램(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잠재력 계발, 노후
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정 측면에서는 가정 자원 관리, 양육 기술 향상, 자
녀와 노인 돌봄 기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야기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의 리더
십 강화, 경제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관계 증진을 통한 지역 내 사회적 자본
확충,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목적 및 내용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학교교육, 다양한 활동, 다양한 맥락에서 보다 많
은 사람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나 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인물의 형태로 교육
자료를 지원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도구와 자원을 축적한 이른바 ‘도구 상자(tool boxes)’를 제공하고, 속담 교육, 활동 사례 등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 소스북을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편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시범사업이나 평가도 진행한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 유아교육 분야, 지역사회 설계 분야 등 다양한 문제와 접목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
램을 고안하고, 은퇴자 협회 등과 연계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세대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지원, 세대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는 ‘환경문제’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통합 환경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세대통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세대가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와 커리큘럼
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의 경우, 유아교육센터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친지 돌봄 가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친척을 돌보
는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자원을 정리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
하고 있다. ‘영양 및 건강’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식단, 영양, 건강한 삶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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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를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러한 주제에 관해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도록 돕는 커리큘
럼을 제공하며, 세대통합 집단과 영양･보건 전공자들이 함께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
막으로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기사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상술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기능의 일환으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교사, 교육자 및 가족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자료집에 제안된 구체적인 활동 사
례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보물 탐험(exploring the neighborhoodhistory treasure hunt)’은 지역사회의 역사에 대해 직접 알아가는 실습활동이다. 활동 절차는 먼저
활동추진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예: 유명 인사가 머물렀던 곳, 가장 오
래된 나무가 있는 곳 등)을 조사하여 5~15개의 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힌트와 함께 질
문지를 작성한 후, 팀별로 문제풀이 게임을 한다. 다음으로 ‘제빵제과(baking now and then)’도 세
대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케이크나 쿠키 등 두 종
류의 음식을 만들어보는 제빵제과 활동을 하게 된다. 이 활동은 어른 2명과 6세 이상 아동 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먼저 어른과 아이가 팀을 구성한 뒤, 요리 레시피를 확인하고
직접 요리를 한 다음 맛과 영양, 요리 경험 등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

다) 성과 및 시사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대통합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연
구 자료도 광범위하게 축적하여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세대통합에 관한 뉴스레터
를 통해 세대통합 이슈를 보다 많은 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례가 다른 사례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차
별점은 대학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관계자들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 센터이
자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선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
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통합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충분한 공간, 풍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진과 학생들이 세대통합 연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이러한 풍토를 통해 해당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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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환경 문제, 유아교육, 지역사회, 가족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세대통합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
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에 보다 직
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펜실베이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다양한 기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도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모
음집을 정리하고 출판물을 제작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실시 기관에 도움을 주는 상위 기관으로서
의 리더십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워크북 등은 웹사
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펜실베이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사례는 세대통합을 지원하는 허브 기관이나 지원 센터의 역할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4) 캐나다 The Meadows School Project
가) 배경 및 필요성
The Meadows School Project(MSP)는 2000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중남부 지역의 콜드스
트림(Coldstream) 지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공간 공유(shared site) 프로그램이다. 고이어(Goyer,
200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대 간 공간 공유 프로그램은 아동 혹은 청소년들이 나이든 성인들과
같은 공간(혹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계획된 세대통합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
식적인 모임에도 참여하게 된다.
MSP도 세대가 연계하는 공간 공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기반 학습(community-based learning)을 중요시하던 교사 섀런 맥켄지(Sharon MacKenzie)의 아
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노인생활시설을 방문하면서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
간에 의사소통에 제한되어 있고, 세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각 세대가 서
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계기로 그녀
는 학생들과 노인들이 단지 기회가 될 때만 때때로 접촉하기보다는 좀 더 유목적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Carson et al., 2011).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 시
켜 노인 요양 시설에 학생을 위한 간이 교실을 설치하였고, 이것이 MSP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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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가 대두된 또 다른 배경으로는 ‘몰입(immersion)’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즉 세대통합 활동
경험에서 ‘몰입’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몰입’이란 어떤 활
동에 깊이 흡수되고 참여하는 상태를 일컬으며, ‘세대통합 몰입(intergenerational immersion)’이
란 세대통합 연계의 강도(intensity)로 표현될 수 있다(Carson et al., 2011). 대부분의 세대통합 프
로그램의 목적은 활동 중에 상대방의 세대에 대한 태도와 이해를 고양시켜 참여자들의 전 생애동안
태도와 이해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SP는 강도 높은 세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세대통합 몰입을 추구하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에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캐나다는 영어권 공동체에서 불어 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되
는 “불어 몰입(French Immersion)”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몰입’이라는 경험 자체에는 익숙하지
만 몰입의 개념이 세대통합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극히 드물어 MSP가 캐나다의 유일한 세
대통합 몰입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 목적 및 내용
MSP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젊은이와 노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고
정관념을 깨뜨린다. 둘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적･신체적･사회적 건강수준
을 향상시킨다. 셋째, 노인세대와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넷째, 학생
들이 노인세대와의 협력을 요하는 직업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학생
들로 하여금 노인세대의 일상에 참여하고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노인세대
가 그들이 지닌 지식과 경험, 교훈을 어린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SP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우선 본격적
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학생들은 노화에 관해 사전 학습을 한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노인
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호 교류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한편 사전 준비 단계에서 MSP 운영진들은 학생들을 위
한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을 짜며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방식에 관해 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
때 MSP 운영진들은 학생들이 유목적적으로 과업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는다. 또한 MSP 운영진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의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으로 모임 기회를 갖고,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였다.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모임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도 있다(Carso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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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보통 가을학기에 5주 동안, 봄 학기에는 3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
에 참여를 자원한 노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노인 요양 시
설로 이동하는 스쿨버스가 제공된다. 한편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한 달에 2~3번 가량 노인시설을
방문하게 되며,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노인들을 위해 학교에서 특별활동이 개최되기도 한다.
학생들 또한 자발적으로 가외의 봉사활동에 자원하기도 한다. 이 같은 활동들이 축적되면서 노인들
과 학생들은 각자의 일상적인 삶에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하이스
(Hayes, 2003)는 이 같은 자발적 참여와 그로 인한 접촉 기회의 확대가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래 [그림 Ⅴ-7]은 MSP가 이루어지는 실제 장면을 보여준다.

[그림 Ⅴ-7] Meadows School Project 운영 사례
출처: i2i Intergenerational Society 홈페이지(http://www.intergenerational.ca/index.php?option=com_content&
view=category&layout=blog&id=19&Itemid=211). 2013.8.1.

MSP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카슨 외(Carson et al., 2011)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여 MSP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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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MSP 개념도
출처: Carson et al.(2011). 410쪽.

카슨 외(2011)의 연구에서는 MSP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라고 설명한다. 세대 간에 사회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MSP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
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신체 활동, 둘째, 학생과 노인들의 동등한 관계 유지, 셋째, 프로
젝트를 통한 의미 있는 경험과 경험의 반추, 넷째, 비공식적인 교류 기회, 다섯째, 멘토링, 여섯째,
신체적 접촉이 그것이다.

다) 성과 및 시사점
MSP 사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노인들 두 집단에게 모두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노인들에게 목도되는 대표적인 긍정적 성과는 정서적 건강이 증진
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MSP에 내재된 핵심 개념이 사회적 연계에 있는 만큼,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훨씬 덜 느끼
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 우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노화 과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고,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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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깊어지며, 노인들이 지닌 능력에 대해서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노인
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타파하게 되었다는 것도 MSP 프로그램의 주요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칼슨 외(2011)의 평가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학부모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수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녀가 이전과는 달리 노인을 자발적으로 돕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물론 상술한 일련의 성과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과
노인세대를 비롯해 주변에서 조력하는 많은 관계자들과 교사들의 전략적인 계획과 협력을 통해 거
둔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MSP는 캐나다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프로젝트 참가자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서 MSP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MSP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한 ‘몰입’ 경
험의 중요성을 잘 살려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SP를 통해 학생들은 상시적으로 노인들을 만
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학년도 동안 약 40일, 전체 학년도 기간의 22% 동안의 기간에만 성인들과
함께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무척 집중적이고 양적･질적으로 내실화 된 세대 간 연계 협력을 경험한
다. 그로 인해 MS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층 더 강화 된 세대 간 연계를 담보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Carson et al., 2011).
둘째, MSP의 성공적인 운영이 제시하는 또 다른 시사점은 성공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충분한 공간의 확보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MSP가 운영되었던 콜드스트림 지역
의 경우 학생들에게 활동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
던 마을의 작은 교회를 교실로 전환하여 학생 및 노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
서 세대 간 연계 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셋째, 세대 간 연계를 도모하는 공간 공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노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어린 세
대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같은 저연령대의 아동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MSP는 10~14세
의 학령기 아동들과 노인들의 연계를 도모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
간 연계 효과를 구명한 퀴네(Kuehne,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린 아동들보다 청소년들이
성인 세대와 상호작용할 때 그 효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상
호작용은 나이 어린 아동들과의 상호작용보다 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인지적 발달 등에서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SP가 세대 간 연계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하는 데는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
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연계가 바탕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MSP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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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사와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정부 또한 협조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부모들과도 유기적인 연계 관계
를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같은 구성원들의 협력은
MSP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작용하였다.

5) 이탈리아 Orto in Condotta11)
가) 배경 및 필요성
이탈리아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인 Orto in Condotta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육과
정에서 다루는 농작물 재배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연계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교육내용으
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체험은 1990년대 중반 미국의 ‘Slow Food USA'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
램 초창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진행되면서
부모, 조부모,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을 가꾸는 활동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학교의 자발적 제안에 의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
었는데, 2003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 종료되던 2005년 즈음에는 참여 학교 수가 50여개에 이를 정
도로 증가하였고, 이후 2006~2009년에는 100여개 학교의 참여를 목표로 설정할 만큼 긍정적 반응
을 얻었다.

나) 목적 및 내용
Orto in Condotta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다학문적 접근을
접목한다. 이 교육과정에서 농장은 환경교육과 식품교육을 위한 매개로 작용한다. 이처럼 직접 체
험을 통한 활동은 전통적인 학습법에 비해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학생들이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 역할을 하도록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경작
법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
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감각 기관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그
들의 신체를 잘 적응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요컨대
Orto in Condotta는 세대통합 그 자체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본래 주요한 목적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식품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교실 안에서 간접적으로

11) 이탈리아의 Orto in Condotta 사례는 ｢European approaches to inter-generational lifelong learning｣일환으로 맨치넬리(Mancinelli, 2007)
가 작성한 “Italy case study card 2007: Orto in Condotta”를 검토하여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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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학습하기보다는 농작물 재배와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노인들을 조력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통합 및 세대 간 연계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는 교사, 학부모, 여타 관계자 및 노인 원예전문가(gardening grandparents)가 참여
하게 되며, 참여자의 성별, 나이,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등 조건에는 제한이 없다. 프로그램 참여
자들은 어린 세대가 농작물 재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 책임감 있는 거래와 소비와 같은 의미 있
는 가치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여기에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노인 원예전문가이다. Orto in
Condotta 사업에서 노인 원예전문가는 각 사례마다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은 농작
물 재배에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는 교실에서 노인 원예전문가를 비롯해
여타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노인 원예전문가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3년 동안
농장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아동들에게 야채 재배 방법을 시연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보통 3년간 진행되는데, 학년말이 되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
민들을 초대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학부모들이 주로 참여하여,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프로젝
트의 성과를 공유한다.

[그림 Ⅴ-9] Orto in Condotta 활동 장면
출처: 맨치넬리(2007).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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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 및 시사점
노인 원예전문가들과 3년 동안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의 법칙이나 식물 가꾸
기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참여하는 학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Orto in Condotta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맨치넬리(2007)는 노인
원예전문가의 역할을 들고 있다. 즉 프로그램에 조력자로 참여하는 농작물 재배, 원예활동 등에 전
문성을 갖춘 노인들이 멘토이자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무리 없이 잘 수행해주었으며, 학교가
요구하는 업무들을 잘 감당해주었다는 것이다. 노인 원예전문가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안내로 학생들
은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자연 현상을 직접 관찰하며 체험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에서 ‘농작물 재배’라는 공유된 목표를 위해 함께 협동하는 과정에서 학령기
세대와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여러 기관 간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프로그
램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인세대의 경우 농장 관련 업무에 전문
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타 세대통합 활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
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을 어린 세대와 함께 하거나 혹은 어린 세대의 발달수준에 맞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활동을 함께 하고, 노인세
대가 전문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노인세대의 역량
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이들을 정규 교육과정에 흡수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지식과 조
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세대로 하여금
노인세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갖게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에서도 좋은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6) 독일 Young and Old in School12)
가) 배경 및 필요성
독일의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인 "Young and Old in School"은 중등학교 혹은 그 이하 학력을
보유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사업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학교에서는 직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

12) 독일 사례는 ｢European Map of Intergenerational Learning Case Study: Young and Old in School｣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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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적용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하르제빈
켈(Harsewinkel, North Rhine-Westphalia)에 위치한 중등학교 August-Class 학교는 세대통합적 접
근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실습 공간 확보
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을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존 인력으
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짧은 시간 동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은퇴한 노인 인력이 큰 도움을
주었다. August-Class 학교는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퇴한 기술직 인력
과 직업훈련･교육 분야의 현장전문가들을 학교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였다. 실제로
노인들을 학교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유능하고도 풍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전문성
이 확보된 인력이기 때문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많은 장점을 지닌다. 이에 정원
및 조경, 석고판 설치, 건축, 자전거 수리, 엔지니어링, 금속, 공정, 목공업, 지붕 공사, 태양전력,
자동차 산업, 창고 물류업, 상업, 농작 등 다양한 기술･기능 분야에서 노인 인력을 모집하여 학교교
육에 투입하였는데 이것이 Young and Old in School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요체이다.

나) 목적 및 내용
Young and Old in School 프로젝트 역시 앞서 살펴본 이탈리아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대통합을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술한 것처럼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잘 진입하
여 적합한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고, 유능한 인력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을 영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통합이 증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Young and Old in School 프로그램에는 10명의 노
인과 15~17세에 해당하는 30여명의 학생 및 4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참여자 가운데 노인들은 프로
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의 학습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고 금요일에는 추가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
춘 노인들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벤치 제작, 자전거 수리, 의자 제작, 화로 제작, 이동 광(光)전
지 트레일러, 놀이터 시설 제작에 관한 기술 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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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Young and Old in School 프로젝트 활동 사례
출처: European Map of Intergenerational Learning 웹사이트(http://www.emil-network.eu/resources/case-studies?co
untry=germany). 2013.8.1.

다) 성과 및 시사점
Young and Old in School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노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어린 세대, 중년세대, 노년세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졌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라는 교육 공간이 다양한 세대의 협력과 상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 공동체의 매개 역할을 수
행했다는 점도 교육적으로 중요한 성과이자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가 뛰어난 조직력을
발휘하고, 노인세대와 학생,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한 것도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Young and Old in School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에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접목했다는 점에서도 한
국의 교육 현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
심이 증가하면서 진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진로 체험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전문성을 학교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데 성공한 독일 사례는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단지 전문 지식을 나
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지혜와 일터에서의 적응 방법 등 좀 더 실용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학
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직업세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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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데 무척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이 어린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처럼 전
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활동을 통해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
동을 중심으로 세대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고정관
념이나 편견을 완화하는 데도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상술한 측면에서 직업교육과 세
대통합을 접목시킨 독일 사례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일본 세대 간 교류형 사회공헌프로그램 ｢REPRINTS｣
가) 배경 및 필요성
초고령화 사회로 불리는 일본은 현재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제 시책을 지탱하기 위한 젊은 세
대의 부담 증가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세대 간 격차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노인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공공정책에
있어 세대 간의 대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1990년
대 초에 제기되어 그 해결책으로서 지역에서의 세대 간 공생과 공익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과 사업
들이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일본은 핵가족화, 사생활 보호, 익
명화의 심화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지역사회의 붕괴가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소원해진 세
대와 세대를 연결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이고 비공식적인 교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노력이
세대 간 통합을 위한 ｢REPRINTS(Research of Productivity Intergenerational Sympathy: 세대
간 교류에 의한 노인의 사회공헌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게 된 배경이다.13)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지역과 학교의 연계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노인의 능력을 활
용하여 지역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건강의 유지 및 참가형 사회보장(Positive Welfare)으로 연결
되는 고령화 대책의 하나라는 점에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인재의 유용한 활용은 교육 현장이나 지
역의 교육능력 나아가서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행정, 시설 시민단체의 과제로 이미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관한 이해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유되
어 왔지만, 지역 활동이나 교육현장,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공적시설의 직원이나 노인 자원봉사 관
련 시민단체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지역의 인재로서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혜적이고 계속적으로 노인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노인의 지역
13) 세대간 교류에 의한 모델사업인 “REPRINTS”의 구체적인 탄생 배경과 과제에 관해서는 藤原 佳典, ｢世代間 交流におけゐ實踐的 硏究の現
狀と課題｣, 『日本 世代間交流學會誌』, Vol. 2, no. 1, 2012년,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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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참가기회의 확대, 계속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14)
또한 일본은 최근 젊은 층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퇴직연령의 연장, 연
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등, 공공정책에 있어 세대 간의 불공평 의식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세대
간 교류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지역의 인재로서의 노인을 지역활동과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 위
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서 세대 간 교류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REPRINTS｣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나) 목적 및 내용15)
동경도 노인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사회참가와 지역보건연구팀’은 2004년부터 동경도와 후
생노동성의 후생노동과학연구비보조 제도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과 보육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그림책 읽어주기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노인세대에 의한 학교지원 자원봉사자의 양성에 착수
하였다. 그리고 노인세대와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의 세대 간 교류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쌍방에 있어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조사하는 선험적 연구인 ｢REPRINTS｣를 개시하였다.
｢REPRINTS｣란 문자 그대로 '복각판'을 의미하며, 한번 폐간된 명작 그림동화를 복각하는 것과 같이
노인세대가 스스로의 인생에 다시 빛을 비추어 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재발견함으로써 지역과
사회를 위한 '복각'을 실현해 주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REPRINTS｣ 활동은 60세 이상의 노인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고 들려주는 프
로그램으로써 현재, 동경의 쥬오 구(りぷりんと〮〮▪쥬오),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 타마 구(りぷりん
と▪가와사키), 시가 현 나가하마 시(りぷりんと▪나가하마), 동경도 스기나미 구(りぷりんと▪스기
나미)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REPRINTS｣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위의 네 지역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지
역들은 2007년 4월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와 자발적 참가를 통해 임의자원봉사단체로 새로운 출
발을 하여 동경도 ‘사회참가와 지역보건연구팀’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REPRINTS｣는 위
의 네 지역을 합하여 약 220명의 자원봉사자가 64개의 학교, 유치원과 보육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
문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네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연구팀은 ｢REPRINTS NETWORK｣로 연계를 맺

14) “REPRINTS”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東京都健康長壽醫療センタ―硏究所 社會參加と地域保健硏究チーム 보고서, ｢高齡者の讀み聞かせ
ボランティア養 成プログラムをモデルとした地域の敎育支援ネットワ―クの構築に關する實證的 共同硏究｣, 2010년, 2-4면 참조
15) “REPRINTS”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위의 東京都健康長壽醫療センタ ―硏究所 보고서 11~31면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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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연구팀원들은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은 ｢REPRINTS｣ 활동을 계속
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노인문화를 형성함으로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며
세대 간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책 읽고 들려주기 강좌인｢REPRINTS｣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준비 과정, 실시 과
정, 강사양성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준비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그림책 읽고 들려주기 강좌 홍보와 설명회
｢REPRINTS｣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세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요코하마 시 아오바 구의 경우 구내의 지구센터, 지역의 노인케어플라자 등에 홍보지를 배포하는
것 외에, 아오바 학교지원네트워크의 홍보담당부서에 홍보지를 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강좌에 대한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도서, 그림책
읽고 들려주기의 의의, 강좌의 내용, 건강조사의 내용 등에 관해 참가자에게 설명을 하였다.

2) 그림책 읽고 들려주기 강좌의 실시내용
본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동경도 노인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가 실시해 온 노인 대상의 그림책
읽고 들려주기 강좌의 커리큘럼 중에서도 인지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커리큘럼을 토대로 한 총 10
회의 강좌를 실시하였다. 수강 희망자를 무작위로 전기와 후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전기 강좌 수
료 시에 수료생과 미수강생을 비교함으로서 강좌의 효과를 건강조사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
다. 강좌실시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강좌의 교육담당체제는 강사 1명, 강사보조 2명, 2~4명
의 연구소 스태프로 이루어진다.

3) 강사 양성교육
강좌개최지인 요코하마 아오바 구 내에서 그림책 읽고 들려주기 활동을 하고 있는 2명을 대상으
로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1명은 이 사업에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다른 지역
에서 실시한 읽고 들려주기 강좌를 견학한 적이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아오바 학교지원네트워크
인 지역의 읽고 들려주기 그룹에서 추천한 사람이었다. 강사의 양성은 지금까지 동경도 노인건강장
수의료센터 연구소가 실시해 온 그림책 읽고 들려주기 연구에서는 처음 시도한 것인데,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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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프로그램의 실시가 아닌, 실제 강좌의 청강과 전속강사의 보좌를 위해 활동 참가자 중에서 선
정하여 트레이닝을 시도해 본 것이다. 교육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강좌 청강과 전속강사의 지도방법
등의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4회째의 읽고 들려주기에 필요한 체력 만들기부터는 강좌 개
시 전의 워밍업(유연체조와 발성 등)을 담당하였다. 전기 강좌의 종료 후에, 전속강사와 강사후보생
이 후기 강좌에 있어 관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구체적으로 보좌할 항목을
결정하였다. 후기 강좌에서는, 전기 강좌와 동일하게 개시 전의 워밍업 외에 유연체조나 호흡법, 혀
를 부드럽게 하는 훈련 등을 통한 지도를 수행하거나 도서관에서 도서 선정 작업을 도우는 일을 하
였다.
두 명 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후보자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도방법의 학습에 관하여는 효과적
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속강사와 수강생과의 관계형성을 만들어 가면서 강좌를 진행하여 갔기
때문에 후보자가 강좌 속에서 수강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가는 것은 한정적이었다. 향후의 과제
로서 기술지도의 실천을 쌓아나가는 것과 동시에, 노인자원봉사자의 상황이나 그림책 읽고 들려주
기 활동의 배경, 강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해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세대 간 교류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REPRINTS｣의 실시를 통해 얻어진 성과에 관해 노인 자원봉사
자, 어린이, 교육, 보육시설 및 지역의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6)
먼저 노인 자원봉사자에 있어서는 첫째, 신체, 생활,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가져왔고, 둘째,
자존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기관리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가져왔으며, 셋째,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과 지적 탐구심의 증가를 들 수 있고, 넷째, 자원봉사자 상호간에 서로를 지지해 주는 네
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린이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첫째, 다양한 그림책의 읽고 들려주기를 통해 독서에 대한 친근감과
지적 호기심이 향상되었고, 둘째, 노인과의 세대 간 교류기회가 증대하였으며, 셋째, 지역주민의 자
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었고, 넷째, 어린이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
고, 다섯째, 자존감의 향상, 여섯째, 학습능력과 인간관계능력의 향상을 성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보육시설과 지역의 입장에서는 우선, 유치원과 보육원, 학교, 아동센터에 대한 지역의 협력
을 얻을 수 있으며, 둘째, 공립도서관, 시민회관 등 지역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셋째,
수업지원이나 생활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간의 협력 증진을 가져왔고, 넷째, 지역의 안전을 확
보할 수 있으며, 다섯째, 멘토로서 어린이에 대한 지원, 여섯, 주민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의 형성(사
16) 위의 東京都健康長壽醫療センタ―硏究所 보고서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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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세대 간 교류에 관한 연구자들도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실질적인 연
구조사17) 내용을 보면 ｢REPRINTS｣의 9개월에 걸친 단기적인 효과로서, 노인 자원봉사자군은 대조
군에 비교하여 건강도의 자기평가, 사회적 네트워크, 체력의 일부에 있어 의미있는 개선 혹은 저하
의 억제를 확인하였다.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영향에 관해, 본래 어린이와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의 성장과 함께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 데, ｢REPRINTS｣ 자원봉사자와의 교류의 빈도
가 높은 아동에게 있어서는 일 년이 지난 다음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18) 또한 2년간에 걸친 추적조사에서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실천 활동을 통해 학교에 대한 봉사활
동에 관한 학생 보호자의 심리적･물리적 부담 경감을 긍정적 효과로 지적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학교지원 사업에 관한 인터뷰조사의 결과, 많은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세
대 간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서 차세대의 어린이에 대한 ‘세대계승적인 의식’이 높아졌음을 지
적하고 있다.19)
결론적으로 볼 때, ｢REPRINTS｣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노인 자원봉사자와 아동, 학생 보호
자 간에 호혜적 효과가 있었음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시사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세대
간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8) 호주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

20)

가) 배경 및 필요성
성 미카엘대학(St. Michael's Collegiate School)의 영･유아학습센터가 주관하는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KITE)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에 속한 태즈메이니아 섬 킹스턴에 위치한
노인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인 빈센트 페어팩스 가족재단
(Vincent Fairfax Family Foundation)에서도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즉 KITE 프로그램은 학교와
노인시설의 협력, 그리고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세
17) 藤原 佳典의 상게논문, 7면. “REPRINTS”의 효과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조사는 藤原佳典 외(2010b), ｢高齡者によゐ學校支援ボランティア活動
の保護者へ の波及效果-世代間 交流型 ヘルスプロモーションプログラム “REPRINTS”か ら-｣, 『日本公衆衛生雜誌』, 57호, 458-466면.
18) 藤原 佳典의 상게논문, 7면. “REPRINTS”의 효과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조사는 藤原佳典 외(2010b), ｢高齡者によゐ學校支援ボランティア活
動の保護者へ の波及效果-世代間 交流型 ヘルスプロモーションプログラム “REPRINTS”か ら-｣, 日本公衆衛生雜誌, 57호, 458-466면.
19) 村山 陽, ｢世代間交流學の樹立に向けて｣, 哲學, 第 125 集, 2010년, 95면.
20) 호주 KITE 사례는 공식 웹사이트(www.kite.org.au)에 소개된 내용을 검토하여 정리하였음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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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KITE 프로그램은, 학습은 생애의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생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력, 학습 및 삶의 즐거움,
높은 자존감을 습득하거나 경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정신은 이 프로그
램이 뿌리를 두고 있는 성 미카엘대학의 교육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영･유아학습센터를 운영하던 성 미카엘대학에서는 진정한 학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세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노인세대와 어린
세대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나) 목적 및 내용
KITE 프로그램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세대통합에 초점을 두고 고안된
것으로 “세대통합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행복감과 인류애를 증진하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한 상호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KITE 프로그램의 모태인 성 미카엘대학 영･유아학습센터가 생후 3개월~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
로 했기 때문에, KITE 프로그램 또한 갓난아기부터 유아, 5세 이하 아동을 주된 프로그램 참여자로
삼는다. KITE 프로그램에서 어린 세대와 노인세대는 함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노인세대가 어린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돌보아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세대의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들을 지켜보는 것만
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고 따라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어린 세대 입장
에서는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퍼즐을 하고, 활동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KITE 프로그램은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시되는 활동들은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가 주종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러한 놀이 활동에 노인들이 함께 파트너
로 참여하는 것이 KITE 프로그램의 주된 운영 방법이다. 아동들은 때로는 관찰자 입장이 되기도 하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노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대표적인 활동에는 독서, 블록 쌓기, 공 던
지기, 비눗방울 놀이, 점토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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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호주 KITE 프로그램 운영 사례
출처: KITE 공식 웹사이트(http://www.kite.org.au/activities.html). 2013.8.2.

다) 성과 및 시사점
대부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KITE 프로그램 역시 참여하는 어린 세대와 노인세
대,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도 다양한 편익들을 얻는다. KITE 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과를 참여 주체별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 세대의 경우에는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깊어지고, 노화로 인한 한계와 제약
에 관한 지식이 증진된다. 또한 노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활동 내
용에 따라 자존감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이 강화되고, 같은 맥락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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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질병과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노년기에 흔히 느끼는 외로움이 크게 감소하고 자신의 존재
가 필요하다는 존재감 및 자존감의 증진된다. 또한 삶에 대한 지루함이 감소하고, 어린 아이들과의
놀이 체험을 통해 젊음을 느끼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삶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지식,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며, 젊은 세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KITE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 세대 및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와 센터의 직원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센터 직원의 경
우에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조성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환경에 의해 간접적으로 편익을 얻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
다. KITE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프로그램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KIT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발한
세대통합 활동 내용이나 운영 지침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관에서 세대통
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 공유도 세대통합 분야에
서 보다 많은 기관들이 성공을 경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KITE 프로그램은 0~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학령기 혹은 청소년기에 속하는 어린 세대는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참여하는 어린
세대의 연령이 무척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좁고 수준이 높지 않으며, 그로 인해 노인들
이 지닌 다양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다.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그리고 호주의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하여 추진배경, 목적과 주요내용,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대통
합교육 관련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
된 우수사례들은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한결같이 실제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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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나 접촉하고 활동하며 경험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노인세대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노인세대 역시 어린 세대에 대한 이해가
제고된다.
둘째, 특정 세대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거나,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
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세대와 노
인세대 혹은 어린이나 성인들이 자신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들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문화와 사고를 더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상호
호혜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때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모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기가 생
기고,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인들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공경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노인들의 전문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인세대의 연륜과 경
험, 지혜에 대한 존경이 우러나도록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이탈리아와 독일 사례도 노인들이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고
정관념이나 편견을 바로잡는 데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
능하다면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역
량과 자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구성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형식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식적인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다. 미국의 TIS, 버지니아 공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모두 공식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다. 캐나다의 Meadows School Project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이 프로그램이 실시
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탈리아 사례 또한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
지는 세대통합교육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은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이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 그
렇지만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정규 학교교육과 연계한 세대통합교육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준비, 진로 준비로 인
해 세대통합교육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
하고 조기에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효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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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노인세대가 학교 교육
자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세대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
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 ｢REPRINTS｣ 프로그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의 세대 간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서 차세대의 어린이에 대한 ‘세대계승적인 의식’이 높아졌음
을 보고하고 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의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세대 간극을 줄이고,
서로가 향유해온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타
인을 인정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유기적인 지역사회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캐나다의 Meadows
School Project가 세대 간 연계의 성공적 사례로 거론될 수 있었던 데는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연계가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연계･협력과 정부의 협조적 지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긴밀한 관계가 뒷받침 되어 소기의 성
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연계･협력의 중요성은 호주의 KITE 프로그램에서도 관찰된다. KITE 프로
그램에서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참가자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활발
한 의사소통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관계자들 간의 연계와 활발한 의사소통은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참여자인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풍토를 구축하는 데
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해외 정보 분야
가. 분석 개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 현상을 앞서서 경험함에 따라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법･제도적인 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실버 세대들의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 정도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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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역시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 프로그
램들은 주로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정보화교육 프
로그램 외에도 젊은 세대와 고령층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IT를 활용한 고령층
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위원회(EC),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북미, 유럽, 아시아권 국가들
에서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한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
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나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제시하였다.
각 국가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 분석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내
용’, ‘성과 및 시사점’을 공통된 분석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앞서의 사례분석 결과들을 종
합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다음 <표-16>은 분석 대상 우수 프로그램 사례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Ⅴ-16> 해외 세대통합 우수 프로그램 사례 : 정보 분야
번호

대상 국가

사례명

1

미국

고령층 네트워크 시니어넷(SeniorNet)

2

캐나다

Community Access Program(CAP) 및 청년 인턴십

3

유럽위원회(EC)

정보사회통합정책과 iAge

4

영국

Age UK의 정보화교육

5

일본

노인정보화교육 지원 e-namokun

6

싱가포르

Silver Infocomm Initiative

나. 해외 정보 분야 세대통합 우수사례
1) 미국 고령층 네트워크 시니어넷(SeniorNet)
가) 배경 및 필요성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물론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정보사회 적응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1986년에 노인들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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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니어넷이다. 시니어넷은 1986년 마클(Markle) 재단이 컴퓨
터와 전기통신이 노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서 출범한 조직
이다. 시니어넷의 임무이자 목적은 노인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기술에 대한 접
근과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게 하는데 있다. 1986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독립적이고 국제적이며 자원봉사에 기반을 둔 비영리 조직으로 발전했다. 현
재 본부는 버지니아 주 헌던(Herndon)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교육
센터(Computer Learn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넷이 추구하는 가치는 존경받고 가치 있는 노인을 위한 기여, 보다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지혜의 공유, 학습, 자원봉사의 장려,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표
방하고 있다. 시니어넷은 어도비(Adobe), 아이비엠(IB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IT 관련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운영 재원은 가입회비, 교육수수료, 개인 및 단체의 기
부금, 기업들의 지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시니어넷이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세대
통합을 위해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컴퓨터교육센터(Computer Learning Center)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나) 목적 및 내용
시니어넷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위한 웹사이트인 SeniorNet(www.seniornet.
org)의 운영과 5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는 컴퓨터교육센터가 있다. 시니어넷 웹사이트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 상호 간 교류를 지원하고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
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교육센터는 약 6천 명이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 3천명의
이상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 하는 60개 정도의 컴퓨터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센터는 지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컴퓨터학습센터인 아칸소(Arkansas) 주의 핫 스프
링스(Hot Springs) 컴퓨터교육센터의 2013년 가을 교육과정을 보면 [그림 Ⅴ-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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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아칸소 주 핫 스프링스 컴퓨터교육센터 교육과정
출처 :Hot Springs SeniorNet 홈페이지(http://www.hotspringsseniornet.net/workshops.html). 2013.10.20.

컴퓨터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 기초, 운영체제(OS), 워드 프로세서, 디지털 사진, 인
터넷,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화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과정이나 운영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아칸소 주의 핫 스프링스 컴퓨터교육센터의 경우 통상적으
로 과정 당 주 1~2회로 6주간 정도 운영되고 있다.
교육강사는 직원들도 있으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며 교유비용은 과정 당 약 20달러 정도의
실비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교육센터는 학교, 교회,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용 컴퓨터 대수는 5~20대 정도로 규모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교육장 설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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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운영체제나 응용소프트웨어는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에서 기부
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교육센터의 활성화와 우수사례의 전파를 위해 우수한 교육센터
를 선발하여 매년 시니어넷 회장상을 수여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시니어넷은 설립된 지 28년 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으로 노인들에 대한 컴퓨터교육과 지
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시니어넷의
컴퓨터교육 관련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IT민간기업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T기업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기부와 협
력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노인 당사자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IT분야에서 은퇴한 전문
가들이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강사나 지원가로 활동하여 사업비용 절감은 물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IT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의 정보화교육 만족
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 가입비나 최소한의 실비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자립도가
높은 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캐나다 Community Access Program 및 청년 인턴십
가) 배경 및 필요성
캐나다도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화에 소외된 지
역이나 주민에게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Community Access
Program(CAP)이다.
CAP는 1994년부터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의 주도와 지원 하에 추진되었다. 이 프로그
램은 캐나다 국민에게 인터넷에 대한 적정한 공공적 접근(public access)을 보장하고 인터넷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 CAP 프로그램과 연
계하여 추진한 사업이 청년 인턴십(Youth Internships)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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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정보사회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특히 정
보접근센터와 관련된 청년 인턴의 경우 정보사회에 뒤쳐진 노인 등과 같은 개인이나 지역공동체,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터넷이나 관련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목적 및 내용
CAP는 1994년 캐나다 산업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초기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정보소외계층인 노인, 저
소득층 및 저학력층, 시골지역 주민, 이민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게 공적인 정보접근 환경을
제공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캐나다 산업부는
1995년부터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대학, 학교, 도
서관, 각종 사회봉사단체 및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산업부는 CAP 설
치 등에 필요한 임차비, 전화나 인터넷 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등에서는 운영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왔다.
CAP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 저소득층, 저학력층, 시골지역 주민, 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은 컴
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받으면서
전자정부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의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AP에서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캐나다 산업부는 청년 인턴십
(Youth Internship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설치된 정보접근센터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활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은 정보사회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교류
를 통한 세대 간의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30세까지이며 중･고등학교 졸업자나 최근 대학
졸업자,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정보화 지원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매년 1,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청년 인턴들이 지역사회에 설
치된 정보접근센터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지역 특성이나 교육 대상에 따라 상이하지만 노인들에 대
한 대표적인 정보화교육 내용은 <표 Ⅴ-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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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캐나다 고령층 정보화 기초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

컴퓨터 기초

• 컴퓨터 기기 및 기본기능 소개
(컴퓨터 기기 살피기, 인쇄방법,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

인터넷 기초

• 인터넷접속 및 정보검색 익히기
(링크, 브라우저, 검색엔진 활용법, 즐겨찾기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래

• 주요 지인과의 온라인 의사소통 방법
(이메일계정, 메신저활용 등)
•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 쇼핑 및 정보보호 등
(온라인 뱅킹 및 쇼핑의 편의성, 정보보호교육 등)

출처: http://www.studentconnections.ca/en/seniorsbasics.asp, 김정언 외(2007). 65쪽에서 재인용

정보화교육 이외에도 청년 인턴들은 전공이나 능력에 따라 연구나 웹 사이트 개발, 정보전시회나
행사 기획, 지역사회 정보접근센터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도에 들어와
캐나다의 정보격차가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CAP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지만 청년 인
턴십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캐나다의 CAP 및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NGO 등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프로그램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IT기술에 익숙한 젊은 청
년들을 정보화 지원 및 정보격차 해소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대 간의 공
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한다면 세
대 간의 갈등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유럽위원회(EC) 정보사회통합정책과 iAge
가) 배경 및 필요성
유럽의 정보사회통합(e-Inclusion)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북해 연안의 6개 국가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iAge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05년 6월에 유럽 국가의 중장기 정보화전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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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10 :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EC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
제발전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정보화 편입을
통한 사회통합 전략으로 IT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보격차해소를 사회통합이라는 보다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데 이에 따라 정보격차에 대한 용어로 디지털통합(e-Inclusion)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
다. 현재 유럽 각국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
히 2006년 6월에 유럽 각국의 정보화 추진 관계 장관들이 리트비아(Litvia)의 리가(Riga)에 모여 정
보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디지털통합 : 통합사회를 위한 ICT(e-Inclusion : ICT for the Inclusive
Society)"라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선언에는 정보통신 접근성은 물론 고령화와 ICT, 디지털
이용능력 훈련, 사회･문화 분야와 지리적 분야의 정보격차, 그리고 전자정부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이
의제로 포함되어 있다.
2030년이 되면 65세~80세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가 전 유럽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
는데, 이러한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고령층이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7년 6월에 “정보사회에서의 노인복지를 위한 유럽 실천 계획(European
Action Plan for Aging Well in the Information Society)”이 채택된 바 있다. 이 실천계획은 직장
과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ICT를 연구하는 유럽 공동연
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고령층을 위한 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법･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고령층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지능형 가정(smart home)
이나 독거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혁신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위원회, 각 회원국,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10억 파운드 이
상21)을 ICT와 고령화 연구에 투자하여 유럽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유럽을 고령친화
적 ICT 선도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에서는 고령화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해 연안 6개국이 공동으로 협
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iAge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나) 목적 및 내용
2030년까지 유럽의 65세 이상 고령연구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
21) 10억 파운드중 약 6억 파운드는 ICT를 이용한 보조생활(assisted living)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4억 파운드는 최신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약 3천만 파운드는 EU의 ICT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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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유럽의 보건의료, 노동 시장,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
다. 이런 배경에서 iAge 프로그램은 북해 연안의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스코틀랜드,
독일 등 6개국의 18개 기관이 참여하여 ICT의 활용 촉진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4가
지로 요약된다.

•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생산성 증대
• 고령화와 관련된 ICT의 이용과 접근의 증진
• 고령인구의 경제적, 사회적인 정보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다국적 전략들과 시범사업 및 구체적인
활동의 실현
• iAge 프로그램 홍보 및 그 성과를 북해지역 이외 지역에 전파

iAge 프로그램은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인 쇠퇴와 활력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ICT 활용 촉진을
통한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iAge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
는 협력기관들은 대학, 기업, NGO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고령화
로 인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의 제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
적인 측면에서의 정보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있다.
iAge 프로그램은 최종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노인들의 ICT 채택과 이용을 촉진하며 노인들의
ICT 창업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재료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
된 ‘ICT 도구상자(ICT toolbox)’를 개발하여 여러 나라에서 테스트와 평가를 거쳐 보급해 나갈 예정
이다. 이 프로그램은 wikiAge라는 웹도 서비스할 계획인데, 이것은 고령화와 ICT 관련 정보와 지식
을 제공하는 웹 기반의 백과사전으로 메일링 리스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전파될 예정이다.
iAge 프로그램이 최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을 위한 e-mentor 네트
워크와 코칭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학습과 멘토링,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상호소통의 증진, 모바일 사용성과 접근성 및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연구, 세대 간의 통합 훈
련,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과 ICT에 관한 연구 등이다.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
행되는 iAge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ICT 혁신을 통하여 지
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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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 및 시사점
iAge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차원을 넘
어 ICT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의료 복지 등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까지도 추진하는 종합
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런 맥락에서 ICT를 활용하여 고령화 문제와 지역사회의 발전 문제를 함께 해
결해 나가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은 유럽 6개국에서 대학, 기업, NGO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고
령화와 ICT의 역할 문제를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그 성과를 전파한다는 점에서 ICT를 활용
한 세대통합을 넘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4) 영국 Age UK의 정보화교육
가) 배경 및 필요성
영국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국가사회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저소
득층, 소상공인, 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2009년 4월에 영국 정부는 영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종합정책을 담은 “디지털 영국
(Digital Britain)”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영국의 정보사회통합을 위해 정보사회통합 전담
반(Digital Inclusion Task Force)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 영국
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
는 성인의 62%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이런 배경에서 영국은 일반국민은 물론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일반국민,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영국
전역에 걸쳐 UK 온라인 센터(Onlin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UK 온라인 센터는 영국 전역에
3,800여개가 운영되며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인터
넷에 대한 접근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영국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Age UK”는 전국에 걸쳐 포진해 있는 지부의 교육
장이나 UK 온라인 센터를 활용하여 노인들에 대한 컴퓨터, 인터넷, SNS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고령층의 인식제고와 컴퓨터, 인터넷 등의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해 ‘Silver Surfer Week’이라는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Age UK의 정
보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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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및 내용
Age UK는 1940년대부터 노인의 복지를 위해 일해 온 자선단체로 2009년에 Age Concern
England와 Help the Aged가 통합되어 2010년 4월부터 Age UK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Age UK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 의료 서비스, 조사, 연구, 자문, 캠페인,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
는데, 노인 대상의 교육 훈련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다.
Age UK의 노인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Age UK는 전국적
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성이나 수요자
의 요구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이다. 대부분의 Age UK 지부에서는 정보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대한 교육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활용방법을 가르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 런던 동부지역의 해
크니(Hackney)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겠다.
영국 런던 동부지역의 해크니에서는 2013년 9월 현재 2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Hackney Silver Surfers 프로그램이며, 또 다른 하나는 Agewell Social Network 프로그램이다.
전자는 해크니 지역의 50세 이상 주민들에게 무료로 컴퓨터 활용법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직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강사로 활
동하여 지금까지 1,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교
육수강생들이 1:1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Agewell
Social Network 프로그램은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실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킬 위주의 교육이라기보
다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직업을 찾으며 친구와 가족과 좀 더 많이
접촉하고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상당히 자유롭고 교육 수요
자의 실력과 일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통은 일주일 2회 정도 6시간 정도 교육이 이루
어진다. 또한 일정시간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IT 관련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learn my
way(www.learnmyway.com)를 통하여 기초교육은 물론 다양한 응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다) 성과 및 시사점
Age UK는 전국의 지부를 통하여 영국의 노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교육함으로써 영국 노인
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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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화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교육과정은 대부분 노인들의 라이프스
타일과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노인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IT분야의 국내외 민간기업, 그리
고 복지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노인들을 지식정보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다양한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추진체계 면에서 배울 만 하다고 하겠다.

5) 일본 노인정보화교육 지원 e-namokun
가) 배경 및 필요성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전된 나라로써, 200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체 인구의 21.5%에 달하며, 2015년까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복지정보나 위기관리 정보 등 노인을 위한 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웹을 통해 제공되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여전히 젊은 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노인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복잡성 등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
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사회적 기여 및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울 수 있도록 일본
나고야에서 2004년에 처음 시작된 e-namokun은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나) 목적 및 내용
e-namokun은 2004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되었는데 노인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명
한 프로그램인 E-Senior net이나 Senior Net Club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
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종합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
해서 무엇보다 노인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장애요인을 조사 분
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넷 툴의 개발, 임대 컴퓨터 서비스, 이해하기 쉬운 교
육 커리큘럼 기획 개발, NPO 지원센터 설치,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여러 가지 노인
정보화 지원 방법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namokun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NPO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즉 나고
야 시 평생학습과, 나고야 대학과 추교 대학, 그리고 IT Eco-cycle Initiative라는 NPO 단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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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나고야 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홍보 확산을 담당하고 대학들은 소프트웨어와 커
리큘럼 개발을 담당하며 NPO는 중고 PC 유지보수 등을 담당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노인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찾는 일이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표 Ⅴ-18>과 같다.

<표 Ⅴ-18> 노인의 IT 이용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IT 이용의 장애요인
나이와 관련된 속성(시각, 운동 등)
높은 PC 가격
PC 이용의 목적 부재
교육환경 장소에 대한 불만
기존 지원 방식에 대한 불만

e-namokun의 해결방안
쉬운 인터넷 이용 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스
중고PC 임대 서비스
커뮤니티에 대한 학습
e-learning 시스템
NPO 지원 센터
종합지원 플랫폼
원격 IT 지원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해결과제는 사용자 편의
적인 인터넷 툴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e-namokun 소프트웨어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전자우편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혼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다.
좋은 툴(nice tool)이란 의미를 지닌 이 소프트웨어는 문자나 버튼의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복잡한
기능을 단순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성(usability)을 증진시켰고, 사용자
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기본교육과정도 개발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마우스 작동, 문자 입력, 웹 브라우징, 전자메일, 문자작성 및 인쇄 등 6시간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처음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배우는 노인들에게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e-Remosupp라는 원격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
다. 원격교육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들 간에 학습재료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며 노인들의 학습 동기가 지속가능하도록 노인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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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 및 시사점
일본의 e-namokun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인 정보화를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정
보화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보다 편리한 IT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해 노인들의 IT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점이다. 과거 e-Japan이나 u-Japan 전략 및 2012년에 발표된 Active Japan 전략
에서도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IT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사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인터페이스 기술은 매우 다양한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보조기기,
로봇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노인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물론 대학과 NP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인들이 IT를 보다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좀 더 많은 정책적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싱가포르 Silver Infocomm Initiative
가) 배경 및 필요성
싱가포르도 고령화 사회로의 도래와 지식정보사회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역사적 트렌드에 직면하
여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디지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에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정보통신발전 종합계획인“iN 2005”에 의거하여 고령층의
정보화교육 촉진을 위한 Infocomm Awareness in Community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7
년에는 싱가포르의 정보화 지원 전문기관인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를 통해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정보화마인드와 IT 이용 역량 제고를 위한 Silver Infocomm Intiative
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싱가포르의 Silver Infocomm Initiative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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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및 내용
싱가포르의 Silver Infocomm Initiative는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컴
퓨터와 인터넷 등 IT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ilver Infocomm Initiative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육이나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을 지
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하위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인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Silver Infocomm
Junctions 프로그램이 있으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왕래가 빈번한 곳에 무료로 컴퓨터나 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Silver Infocomm Hotspots 프로그램이 있다. 이외에도 노
인들의 정보화생활과 관련된 정보 획득과 다양한 기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인 Silver
Infocomm Day와 노인들에게 PC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ilver Infocomm
PC Incentive Scheme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
기로 한다.
싱가포르의 IDA가 운영하는 Silver Infocomm Initiative은 4가지 대표적인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Silver Infocomm Junctions(SIJs)는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시설로 싱가포르 전역
에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Silver Infocomm Junctions는 훈련시간당 5~10달러의 저
렴한 비용을 받고 교육을 제공하는데, 2007년 11월 이래로 69,000건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IDA는
또한 정보화 역량이 뛰어난 노인들은 교육강사나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활용하여 동료 노인들
에게 보다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Silver Infocomm Hotspots(SIHs)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
소로 현재 싱가포르에 1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노인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편리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다. IDA는 또한 노
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기초,
인터넷 검색, 전자메일 등 기본적인 IT 스킬을 배우는 iBEGIN과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뱅킹, 전
자거래, 동영상 제작 블로그, SNS 등의 응용 정보생활 스킬을 배우는 iLIVE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커리큘럼은 15개 정도 개발되어 있으며 영어나 중국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Silver Infocomm Day는 매년 개최되는데 노인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와 정보화 촉진을 위해 세
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개최된다, 2013년에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간
개최가 된다. 마지막으로 Silver Infocomm PC Incentive Scheme은 30시간 이상 정보화교육을 노
인들에 대하여 IDA가 지정하는 PC를 100달러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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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 및 시사점
싱가포르는 노인들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화교육은 물론 편리한 정보접근시설 운영, 노인정
보화 관련 다양한 이벤트 추진 등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정부의 다양한 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
는 senior@eCitizen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노인들을 정보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싱가포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화정책도 정부와 정보화총
괄 지원기관인 IDA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싱가포르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노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보다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점과 정보화교육에
대한 동기부여와 정보생활 촉진을 위해 PC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벤치
마킹 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세
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추진배경, 목적과 주요내용,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대통합교육 관련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아울러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세대 간의 정보격차 문제도 주요한 국가적 당면과제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정보사회에서 소외된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제
공,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젊은 세
대와 고령층 세대와의 상호 이해 증진과 세대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우수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NGO 등 다양한 추진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협업
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 정보화 지원 등 세대 간 정보격차해
소 프로그램들은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기획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민간 기업이나 NGO가 대등한 관계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추진하는 경우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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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정보화교육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IT 활용, 일자리 창출,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각 개별 프로그램 사례별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표 Ⅴ-19>에
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Ⅴ-19> 해외 정보 분야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세부 사례
미국의 고령층 네트워크
시니어넷(SeniorNet)

시사점
-

민간기업과의 효율적인 협력 파트너십
노인들의 자원봉사 적극 활용
IT환경변화에 따른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최소한의 수용자 부담방식을 통한 지속적 교육 참여 제고

캐나다의 CAP 및 청년 인턴십

- 공공 및 민간 협력 파트너십
- 청년 인턴십을 활용한 세대공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C의 정보사회통합정책과 iAge

- IT를 활용한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대학, 기업, NGO 등 협력 파트너십

영국의 Age UK의 정보화교육

- 수용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정부 및 민간 협력 파트너십

일본의 “e-namokun”

- IT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한 교육지원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피드백 시스템운영

싱가포르의 Silver Inforcomm Initiative

- 고령층 정보화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 전문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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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대통합 실태 진단 의견조사
분석

1 분석 개요
세대통합과 관련한 실태는 젊은 세대 및 고령층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좀 더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지금까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해 온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세대통합 실태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 정보 분야에 걸쳐
고령자와 학생, 그리고 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의견조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통해 세대통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
는 데 목적이 있는 대규모 조사가 아니라, 세대통합 실태 분석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운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고령자와 학생을 조사 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담당자 역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교･강사를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고령층 40명, 교육기관 담당자 40명, 학생 40명 등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총
120명 가운데 고령자 31명, 교육기관 담당자 17명, 학생 27명의 총 75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자가 44명으로 58.7%, 여자가 41.3%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31명(41.3%), 30대가 5명(6.7%), 50대 10명(13.3%), 60대 14명(18.7%),
70대 이상 15명(20.0%)로 파악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1명으로 28.0%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는 학생 응답자 고등학생 13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
업자가 37명으로 49.3%, 대학원 이상 학력을 보유한 응답자가 17명으로 22.7%를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분포는 <표 Ⅵ-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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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

구분

교육기관 담당자

학생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자

20

64.5%

13

76.5%

11

40.7%

44

58.7%

여자

11

35.5%

4

23.5%

16

59.3%

31

41.3%

20대 이하

0

0.0%

4

23.5%

27

100.0%

31

41.3%

30대

0

0.0%

5

29.4%

0

0.0%

5

6.7%

40대

0

0.0%

0

0.0%

0

0.0%

0

0.0%

50대

2

6.5%

8

47.1%

0

0.0%

10

13.3%

60대

14

45.2%

0

0.0%

0

0.0%

14

18.7%

70대 이상

15

48.4%

0

0.0%

0

0.0%

15

20.0%

고졸 이하
(고등학생 포함)

7

22.6%

1

5.9%

13

48.1%

21

28.0%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재학이상

14

45.2%

9

52.9%

14

51.9%

37

49.3%

대학원 이상

10

32.3%

7

41.2%

0

0.0%

17

22.7%

성별

연령

학력

고령자

빈도

비율

조사내용은 크게 실태 진단과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정책 관련 수요로 대별할 수 있다. 실태 진단
을 위해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통질문을 제시하고, 각 응답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질문을 일부 포함하였다. 공통질문으로는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갈등 경험
사례와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세대통합교육(정보화 교육)
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
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및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과 정책적 제언을 조사하였다. 한편 집
단별 조사 항목으로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 교과학습 시간에 접해 본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내용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였고, 교육
기관 담당자의 경우에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느낀 세대통합교육(정보화 교육) 활성
화의 장애요인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각 집단별로 조사한 주요 조사 항목이 <표 Ⅵ-2>에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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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세대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의견조사 주요 항목
구분

항목

고령자

-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 사항, 참여 효과 등)
-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정보화 분야) 지원이나 대책
-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을 위한 기타 정책적 제언

교육기관 담당자

-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 참여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 사항, 참여 효과 등)
-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 활성화 장애 요인
-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정보화 분야) 지원이나 대책
-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을 위한 기타 정책적 제언

학생

-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 교과학습 경험이 있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내용 소개
-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 사항, 참여 효과 등)
-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세대통합교육(정보화교육)을 위한 기타 제언

의견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코딩에서 나타난 범주와 관련
자료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중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상위 개
념을 추출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는 동일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의 반응을 비교하는 등 코딩 수
준에서 자료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의견조사 분석 결과는 교육 분야와 정보 분야로 나누어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 학생의 순서로
각각의 의견조사 항목(<표 Ⅵ-2> 참조)에 따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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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분야
가. 고령자
1)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고령자들이 경험한 세대갈등 사례는 다양했지만, 직접적으로 체감한 사례로는 선거를 통해 표출
되는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동에서 체감되는 갈등
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먼저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갈등의 경우, 세대 간 이해관계가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둘러
싸고 극명하게 표출되는 경험이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세대 간 갈등을 드러내 주었다는 언급이 많
았다.

“작년 대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세대갈등이 표면화되고 말았다. 다수의 미디어들
은 대선 결과를 세대 전쟁의 결과로 해석하고, 정치권 역시 세대별 이해관계 충돌에서 50대가 승리함에 따
라 보수의 재집권을 가능케 했다고 말한다.” (60대, 남, 고령자)
“정치적 이슈나 선거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부모입장에서는 안정과 점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후보
자의 정당이나 소신과 철학을 중시한다. 반면 자녀는 인터넷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흐를 때 부모로서 설득하기 어려웠다.” (60대, 여, 고령자)

특히 연금 문제, 정년 연장 등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같은 실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
을 체감한다는 의견도 다수 관찰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근래 들어 세대 간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나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현실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분을 국민연금 재정에서 지급하자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자, 왜 우리가 내는
돈을 지금의 노령층에 지급해야하냐면서 반발하는 젊은 층도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권 지급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등 서로를 이해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60대, 남, 고령자)
“청년층의 많은 사람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
라고 생각하여,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등 세대 간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70대, 남, 고령자)

다음으로, 노년층을 대하는 청소년들의 행동과 태도가 세대 간 갈등을 느끼게 한다는 의견도 여
러 명에게서 관찰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도 기존 세대와 청소년 세대
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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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청소년층의 잘못을 60~70대가 훈계하면 99% 수긍을 하고 즉시 시정
하는 사회풍조였는데, 최근에는 수긍은커녕 무례한 언행을 보인다. 실제로 지하철 출구 옆 골목을 지나가는
데 여중고생으로 보이는 학생들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에 훈계를 하니까, 학생들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
보며 할아버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면서, 내 자유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마음도 상하
고 세대 간 갈등을 체감한 경험이 있다.” (70대, 남, 고령자)
“청소년 세대와 대화를 하려면 외계인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이 든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기존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의 괴리감이 매우 상당한 것이어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간단하고
함축성 있는 의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유추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들과
대화가 통하려면 아무래도 밀착된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 같다.” (60대, 남, 고령자)

2)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문제점과 보완점, 개선사항과 참여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령자가 참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는,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함께
세대 간 이견이 존재하는 주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젊은 세대가 노
년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또는 자서전 쓰기처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젊은 세대와 협력했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다(<표 Ⅵ-3> 참조).

<표 Ⅵ-3>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분석 내용(고령자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YOU운동
(Young and
Old United)
: 세대 간 토론

□
□
□
□
□
□
□

운영기관 : 대한은퇴자협회
주요 참여집단 : 청년층(대학생), 장년층, 고령자
주요내용 : 세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상호 토론
성공요인 : 토론을 통한 세대 간 견해 차이 공유 및 해소, 공감대 형성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일회성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함
긍정적 효과 : 세대 간 소통의 강화, 상호 공감대 형성
부정적 효과 : 일부 극단적 의견의 제시

YOU운동
(Young and
Old United)
: 노년유사체험

□
□
□
□
□
□
□

운영기관 : 대한은퇴자협회
주요 참여집단 : 20대
주요내용 : 청(소)년이 체험을 통해 노인의 상태를 경험하고 노인문제 인지
성공요인 : 청(소)년이 노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제한된 접근 기회(유사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
긍정적 효과 : 노인 문제를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노인세대에 대한 공감 제고
부정적 효과 : 일회성 행사로 일시적 효과에 그칠 우려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어르신
자서전 집필)

□
□
□
□
□
□
□

운영기관 : 흥사단
주요 참여집단 : 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주요내용 : 고령자 1인과 청소년 5-6명이 팀을 이루어 청소년이 고령자의 자서전 집필
성공요인 : 공통의 목표를 매개체로, 지속적인 상호작용 도모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청소년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움
긍정적 효과 : 상호 이해 및 공감대 형성, 노인에 대한 존중감 제고
부정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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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에 정리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젊은 층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보다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해당 민간단체 소속 회원이나 관계자들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대통합 프
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특성 상, 젊
은 층과 고령층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주요 참여 집단은 청소년 및 청장년
층과 고령층이었다. 의견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이 주로 응답한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토론이나 노년기 체험 프로그램, 어르신 자서전 집필하기 등이었다.
프로그램별로 성공요인이나 미비점 및 개선사항,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 간 토론의 경우, 세대별로 이견이 존재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대 간에 토론을 진행
함으로써 세대 간 견해 차이를 좁히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성공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노년기 유사 체험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노인의 상태를 체험해봄
으로써 고령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깊어지고, 노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
이 강점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자서전 집필 프로그램은 학생과 고령자 세대가 ‘자서전 집필’이라
는 공통의 목표를 매개체로 삼아 활동하고, 특히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장기적으로 상호작용이 이
루어진다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상술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대 간 토론이나 노년 유사 체험을 비롯
한 다수의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일회성 행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만남을 담보하는 자서
전 쓰기 프로그램의 경우, 역으로 학생들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
다는 언급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이 어르신 세대와의 만남을 또 다른
부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먼저 긍정적 효과로는 세대 간 소
통의 기회가 확보되고, 이를 계기로 상호 간에 이해가 깊어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젊은 세대
가 노인세대를 보다 존중하게 된 점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에 비해 부정적 효과로는 프
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부정적 효과는 발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일부 의견으로
세대 간 교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 세대에 대한 반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3)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세대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이
에 세대통합교육에 대해 고령자들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는 무엇이라고 느끼는지를 의견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에 응한 고령자들은 세
대통합교육의 주된 필요성과 효과는 ‘상호 이해와 공감’ 및 젊은 세대에 대한 ‘인성교육’에 있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다.
우선, 고령자들은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세대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젊은 층은 노년
층이 살아온 힘든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노인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년층에게도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유연하게 하고, 젊은 층에 대한 이해
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향상시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대통합 사회를 형성하는 데 교육이 필요
하다.” (60대, 여,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은 젊은이에게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는 위계질서와
예절, 권위가 강하여 오히려 이것이 (젊은 층에 대한) 이해를 막기 때문이다. 젊은이와 고령자가 대화하는
장을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0대, 남, 고령자)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고민을 알게 되었고, 장년층의 경험을 공감하게 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0대, 남, 고령자)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노년층이 살아온 힘든 과정을 알게 된다면, 청소년층의 삶의 자세도 보다 진지해질
것이며,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가정에서 효도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70대, 남, 고령자)

다음으로는 세대통합교육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효
과가 인정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인성 함양은 그것이 세대통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는 않지만, 인성 함양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습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인세대
와의 화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세대통합교육은) 인성교육의 바탕을 세운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과 더불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윗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0대, 여,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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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되었지만, 대체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이처럼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기관에서는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도서관 등을 망라해서 통합･복합시설을 만들어 한 기관에서 어린
이, 청소년, 대학생, 노년층 등 모든 계층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노인교육센터가 한 공간에 자리 잡아, 시니어 강사가 어린이집이
나 초등학교에 투입되어 일정 시간 교육에 참여하는 등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0
대, 여, 고령자)

한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여러 응답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특히 교과 과목과 연계하여, 체험형 교육과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초･중등학교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활동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비교적 유연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다양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 교과 과목에 세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체험형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등 생애주기별로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미션을 수행하면서 노인의 신체
적 경험과 통찰력 등 심리적･사회적 영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0대,
남, 고령자)

또한, 청소년들에게 대중매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제로 대중매체의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최근 방송된 노년층의 배낭여행을 다룬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에 대
한 젊은 층의 관심이 환기된 점을 고려하면, 세대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다른 연령집
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데는 대중매체를 통한 접근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에게 2차적 사회화 기관인 대중매체에서 세대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에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0대, 남,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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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 지원이나 대책
세대통합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 지원이나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접촉
할 수 있도록 공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의견부터,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교육공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하여 유아, 아동,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노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쉽게 어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완
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립해야 한다. 초등학교 유
휴 공간을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휴공간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도
건축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교육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과 상생을 유도함으
로써 세대 간 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60대, 여, 고령자)

다음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함으로
써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
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발적으로 펼쳐진 많은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홍보해
주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편하게 교육시설이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70대, 여, 고령자)

아울러 세대통합은 점차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정부가 세대통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다.

“세대통합교육을 초･중등 및 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 사회단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TV, 방송, 신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70대, 남,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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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기타 정책적 제언
마지막으로,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기타 정책적 제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대통합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단기적 시각보다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젊
은 세대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그간 입
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기보다는 경쟁하는 교육 풍토에서 젊은 세대가 성장
하게 되었고, 사회 역시 성과만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적 풍토가 강화되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풍토가 완화되어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
정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래야 세대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업적과 성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측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생명
존중, 다양성의 이해와 같은 가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60대, 여, 고령자)

아울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원봉사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 함으로써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60대, 남, 고령자)

나. 교육기관 담당자
1)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해 본 세대갈등의 경험을 조사해보
았다. 여기에서 응답한 결과 역시 앞서 살펴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
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나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경제
적 갈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을 느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줄임말이 낯설게
느껴져, 그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줄임말을 옆에서 듣게 되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30
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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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금을 둘러싼 갈등도 대표적인 세대 간 갈등의 사례로 거론되었다. 과거 연금 개혁 논쟁
이 제시되었을 때, 젊은 층은 연금 개편안이 노년층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젊은 층
의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가 무척 거셌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저출산･고
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임
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딪힌 일은 2005년 전후 국민연금개혁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안티국민연금 운동이
었다. 이 운동의 부당성을 이해시키고자 당시 이 운동을 이끌고 있던 대학생들과 연속 회의와 포럼을 개최
해서 국민연금이 현재의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안티 국민연금운동을 소멸시
켰다.” (5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2) 참여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성공요인, 미비점 및 개선사항, 프로그램 운영 결과 도출된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여기 제시된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것과 중복되지만,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바, 중복 되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소개하였다(<표 Ⅵ-4> 참조).

<표 Ⅵ-4>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분석 내용(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다함께
세대 공감

□ 운영기관 : 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
□ 주요 참여집단 : 중･고등학생 및 고령층
□ 주요내용 : 학생과 고령층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
(텃밭 가꾸기, 송편 만들기, 비누 만들기, 미술관 체험 등)
□ 성공요인 : 어르신과 청소년 사이의 유대감 증대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이 어려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
함, 공식적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
□ 긍정적 효과 :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 편견, 고정관념 개선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부정적 효과 : -

청어람
학교

□
□
□
□

운영기관 : 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
주요 참여집단 : 청소년, 고령층
주요내용 : 어르신 가정 방문, 복지관 프로그램 함께 체험하기
성공요인 : 유관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장기적 운영 도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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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청소년 참여자 모집, 복지관 시설의 특성 상 여가, 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
□ 긍정적 효과 : 노인들의 정서적 외로움 해소
□ 부정적 효과 :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친밀함 향상에 한계

세대통합 밴드
‘하나 되어’

YOU운동
(Young and
Old United)
: 세대 간 토론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어르신
자서전 집필)

□
□
□
□

운영기관 : 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
주요 참여집단 : 청소년, 고령층
주요내용 : 세대통합 밴드 운영(동아리 활동 및 공연 준비)
성공요인 : 유관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장기적 운영 도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도
가능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청소년의 경우 시간적 문제로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방학, 주말 혹은 평일 늦은
오후에만 주로 운영이 가능)
□ 긍정적 효과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부정적 효과 : □ 운영기관 : 대한은퇴자협회
□ 주요 참여집단 : 청장년층 및 고령층
□ 주요내용 : 세대 간 토론
□ 성공요인 :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NGO 단체가 주도하는 한계, 청년층의 적극적인 협조 결여, 협조 요청에 대한
대학의 소극적 대응
□ 긍정적 효과 : 노인세대에 대한 젊은 층 참여자들의 변화
□ 부정적 효과 : 없음
□
□
□
□

운영기관 : 흥사단･강서청소년회관
주요 참여집단 : 고교생 및 고령층
주요내용 : 고교생 5-6명이 팀을 이루어 어르신 자서전 집필
성공요인 : 사회복지, 국문학, 문예창작 등 관련 진로 희망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상호 필요성을
체감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과 극대화)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 긍정적 효과 : 상호 간의 능동적 교류와 이해 제고
□ 부정적 효과 : 세대통합보다 자서전 집필에 의미를 두어, 자서전이 잘못 집필되었다는 불평 제기

<표 Ⅵ-4>에 제시된 것처럼,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수
련관,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시설이나 은퇴자협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주도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었
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된 참여 집단은 고령층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었는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참여에는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텃밭 가꾸기, 송편 만들기, 미술관 체험 등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체험 활동에서부터 세대통합 밴드 활동, 세대 간 토론, 어르신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언급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복지관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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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청소년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말동무가 되어 드리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성공요인, 미비점 및
개선사항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우선 성공요인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함
으로써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 진 경우, 그러한 시도가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상
호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가 활성화 되었던 것이 성공 요인이
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미비점 및 개선사항의 경우, 예산 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
었다. 예산이 충분치 못해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아
니고 가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과 참여를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로는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해
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언급되었고,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들을 가정으로
방문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효과의 경우에는 일부 참여자들이 세대통합이라는 궁극적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표면적 목적에 의
미를 두어, 활동 결과물의 질(예: 청소년들이 집필한 자서전의 질)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는 사례 등
이 언급되었다.
상술한 것처럼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는 고령자 대상 의견조사 결과와
는 달리,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보다 심도 있게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기 어려운 점, 학교 등 공식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에 협
조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 등은 추후 관
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세대통합교육 활성화 장애 요인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같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은 세대통
합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데 무척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에서 직접 세대통합교육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해준다. 이에 여기에서는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용이치 않고, 젊은 세대 및 노인세대가 공감할만한

KEDI 211

Ⅵ 세대통합 실태 진단 의견조사 분석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일천한 상황에서
프로그램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못하고, 콘텐츠 개발도 미흡하기 때문에 세대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도 이를 계기로 세대통합을 도모할 수 요소들을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유대감을 찾기 위한 요소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며, 문화에 대한
차이를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 (3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또한 세대통합교육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고, 특히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하
고, 교육자들의 역량이 충분치 않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활성화의 걸림돌
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식 부족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이 미
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들이 세대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입시
와 학교 공부로 인해 부차적인 활동 정도로 생각하다보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세대통합교육 공급자들의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충분하지 못하다.” (50대, 남, 교육기관 담당
자)
“세대통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청소년의 경우 학교, 학원 활
동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결석 혹은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도 많다.” (20대, 여, 교육기
관 담당자)

다음으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명으로부터 제시되었다. 각각의 세대가 다른 세대의 특성에 대한 사
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프로그램이 보다 원활히 운영되고, 그 효과도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젊은 세대가 노화의 특성이나 노년 세대의 특징 등에 대해 사전에 학
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
화 된 교육 및 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청소년 대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노인과의 교류 부족으로 노인의 특성, 성격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초반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또한 태도, 예의범절 문제로 노인 참여자들과 갈등
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에 어려움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여, 교육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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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 및 전문가로서, 세대통합교육이 어떠한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 효과
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세대 간 상호 소
통의 증진이다. 세대통합교육의 목적이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는 만큼, 이 같은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어르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통의 기회가 되며,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3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아울러 앞서 고령자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하게,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인성 함양
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
되었다.

“텃밭 바꾸기, 영화관람, 통합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청소년 인성교육에
필요한 어르신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야 한다.” (3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5)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현장에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은 세대통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세대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분업화가 일반화 된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
가 협력해서 과업을 수행해나갈 기회가 많지 않고, 세대별로 욕구도 상이하며, 함께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단, 이때 공
동의 목표는 세대 간 소통과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주된 관심을 두게
되면 서로 다른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선정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되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세대 간 욕구나 필요를 고려하되,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할 경우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
움이 있다. 다만 함께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고 성취하도록 하는 매개요소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세대 간 인위적인 소통이 아닌 자연스러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함께 개집 만들기, 옆집 아저씨와 함께 하는 여행, 우리 동네 옛날 지도 만들기 등 과제
수행 중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의도적인 강좌형의 교육이 아닌, 자연스럽게 어울려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5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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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타인보다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어린 세대, 젊은 세대가 가장 자주 접촉하는 노인세대는 가족구성
원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가족구성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족의 구성원인 어르신(할머니, 할아버지)과 학생이 참가하여 소통과 가족애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
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6)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 지원이나 대책
세대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 차원의 교육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부가 세
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
론적인 지적과 더불어, 학생들이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타인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성 교육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교육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교육 분야 지원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으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세대통합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대통합교육이 학교의 울타리 안으
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를 비롯한 진로 준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활동
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통합교육에 참가하기
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효과 측
면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시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관련 교과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는 방법도 거론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령화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단 몇 시간이라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5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청소년의 경우 시간제한이 많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활동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
소년수련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는 세대통합 밴드 활동의 경우, 해당 밴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월 2회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허가해서
진행 중이다.” (20대, 여, 교육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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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기타 정책적 제언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대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여타 정책적 제언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 간 연
계를 강화함으로써 인프라를 탄탄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
관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
하다. 더구나 세대통합교육은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유아, 아동에서부터 초･중등학생, 대학생, 장년
층,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기관이 연계되어야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공식적인 사업으로 운영됨으로써 예산, 커리큘럼, 자원
(전문강사 파견 등)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나아가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20대, 여,
교육기관 담당자)

다. 학생
1)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학생들은 세대통합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세대통합교육 효과의 주된 수혜자가 된다. 따라서
이 같은 학생들이 세대통합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수요와 바람을 들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학생들이 경험한 세대갈등 사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노인세대에게 젊은 층과의 갈등 경험 사례를 물었을 때보다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제
시되었다. 제한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노인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가
세대 간 갈등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양한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와 관련된 사례였으며, 외모나 옷차림에 대
한 인식 차이, 진로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 등이 주된 사례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을 가장 빈번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
다. 젊은이들이 대중교통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노인들이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사례를 통해 세대갈
등을 체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이들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타당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도 노약자석을 비워두기를 강요하는 경우, 젊은이들도 피곤한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노인들의 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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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버스에는 퇴근시간이여서 그런지 사람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다. 한참 서서가던 중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탑승하셨고, 앞쪽보다 한산한 뒤쪽자리에 서 계셨다. 그 앞에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난 후,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중년남성께서 큰 소리로 젊은
사람들을 마구 비난하였다. 나는 이때 할머니에게 양보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게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
지만, 한편 중년 남성께서 한 사람의 실수를 젊은이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에 큰 유감이었다.” (여, 대학생)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말다툼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동영상 내용은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께서 젊은이를 훈계하자 젊은이가 그것을 참지 않고 마주 욕하
는 내용이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리 양보에 대한 젊은 층의 의견을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자리
양보를 강요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였으며, 젊은이들도 힘들 때는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주
를 이루었다.” (여, 대학생)
“초등학교 시절에 학원에 가려고 버스를 탔었다.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조금 후 어떤
할아버지분께서 내 앞에 서 계셨다. 그런데 비키라는 듯이, 노인에게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라는 듯이 내
옆을 치셨다. 그때 그냥 귀찮기도 하고 자꾸 옆에서 치시니깐 비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그냥 사라졌지 싶다.”
(남, 고등학생)

다음으로, 옷차림과 같은 외모 꾸미기에 대한 시각 차이를 둘러싸고 세대차이와 갈등을 느꼈다는
의견조사 결과도 다수 관찰되었다. 젊은 세대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 민감하며,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인세대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세대갈등을 느낀다
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젊은 층의 반응에 대해 노인세대 역시 정당한 조언을 해준 것인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젊은 세대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서,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을 체
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옷차림이나 패션스타일 때문에 충돌이 자주 있는 것 같다. 저만해도 손톱을 칠하고 머리를 잘 묶고 다니지
않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신다. ‘부스스한 머리도 좀 단정히 묶고 손톱에 칠은 왜하는
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또 제 친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다고 한다. 친구
들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 또 저희 할머니의 경우에는 저를 생각해서 좋은 충고를 해 준 것인데, (제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하신다.” (여, 대학생)
“요즘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예뻐 보일지 몰
라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정신없거나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거나, 보기 민망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여,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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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로를 둘러싼 견해 차이도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와 세대갈등을 느끼는 지점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살려 진로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데, 부모세대 및 노인세대는 보수적이고 직업안정성이 높은 분야에 선호도가 집중되어 견해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었다. 이를 테면 진로 문제나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
는 안정적인 직장과 명예나 보수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나는 내가 일 하고 싶은 직장을 가지고 싶다
는 부분이 상충돼서 이야기를 잘하지 못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그저 보수적인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대화를 기피했
던 적이 있다.” (여, 대학생)
“진로를 결정할 때 세대갈등에 관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자기 개성시대라고 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학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틀에 박힌 교육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식의 직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좀 더 편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여, 대학생)

2) 교과학습 경험이 있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내용 소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교과 수업시간에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배워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9명 가운데 11명이 관련 내용에 응답하였다. 주요 내용을 개괄해보면, 가장
많이 도출된 의견은 도덕, 윤리, 사회･문화와 같은 사회과 교과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경험이 있다
는 것이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목 명 : 사회･문화
- 수업내용 : 세대갈등이 향후 초래할 문제점
- 아쉬웠던 점 : 구체적 사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이론 위주 수업
- 수업의 효과 : 노인세대에 대한 공경심이 생겼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침

□ 교과목 명 : 도덕
- 수업내용 : 노인 공경에 관한 내용, 세대차이에 의한 갈등
- 아쉬웠던 점 : 일방적으로 노인 공경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함
- 수업의 효과 :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만 제시함으로써, 노인을 어렵게 느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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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명 : 윤리
- 수업내용 : 고령층과 젊은 세대 간의 의견충돌 및 소통의 어려움
- 아쉬웠던 점 : 이론 위주, 일방적인 내용 전달 중심 수업
- 수업의 효과 : 어른 세대의 생각을 좀 더 존중하는 계기로 작용 /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 제고,
인식의 전환
□ 교과목 명 : 진로
- 수업내용 : 고령층과 젊은 층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활동
- 아쉬웠던 점 : 진부하고 식상한 사례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흥미도 저하
- 수업의 효과 : 노인세대와의 교류 및 상호 이해의 필요성 체감
□ 교과목 명 : 국어
- 수업내용 : 노인 소외 문제를 다룬 소설 읽기
- 아쉬웠던 점 : 서로 다른 세대 간에 마음을 열지 못한 점(교류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
- 수업의 효과 : 노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로 작용
여기에서 제시된 세대통합 관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시간에 세대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했던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전달받았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노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강의식 수업을 통해 세대통합 내용을 학습한 학
생들은 대체로 수업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생활에의 적용 가능성이 낮게 체감되고, 구
체적인 사례를 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수업을 통해 노인세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노인세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수업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문화 시간에 현재 세대갈등이 앞으로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서 수업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뒷받침 된
이론 수업이었다면 세대갈등과 통합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했을 것 같다. 수업을 통해 어른 공경의 마음이
깊어졌으나, 일시적인 것 같다.” (여, 대학생)
“도덕시간에 어른공경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세대통합이나 갈등과 관련해서 배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항상 세대통합에 대한 교육은 어른 공경 위주로 표현되어, 서로를 이해킨다기보다 오히
려 먼 존재로 인식되게 했던 것 같다. 수업을 통해 어른이 우리보다 더 높고 공경해야 할 분들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여,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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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시간에 노년층과 젊은 세대 간의 의견충돌이나 소통이 안 되는 점에 대해 배웠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도 않고 ‘세대갈등이 있다’라고만 알려주는 점,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에 국한되는 점, 생활에 적용해
도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점 등이 아쉬웠다.” (여, 고등학생)

그에 비해 세대갈등이나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 받았던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학생들은 실제로 체감
할 수 있는 사례나 체험을 통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세대통합교육의 효
과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학생들의 경험담은 세대통합교육은 교과서 중심
의 이론 수업이나 강의식 수업은 지양하고,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방적으로 웃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내용 전달보다는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교육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시간에 사회화를 배우면서 재사회화를 배울 때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배워봤
다). 어르신 분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거나 별 생각 없었는데 수업을 들은 후에는 어르신들을 보면 뭔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여, 고등학생)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세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배웠다. 또 학교 봉사시간에 홀몸 노인 돕기를 하러 가기 전에 세대갈등의 현재 모습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다.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관련 수업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많은 이야
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 고등학생)
“사회 시간에 마을의 개발과 관련한 노인 분들과 젊은 층의 갈등 내용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또 진로 시간
에 노인 분들과 젊은 층이 함께 어울리는 세대통합형 활동을 배운 적이 있다. 너무 진부한 사례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 흥미롭지 않고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세대와 우리 윗세대와의 교류와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었다.” (남, 고등학생)

3)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관련 내용을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면, 여기에서는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이나 평생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자서전 쓰기, 토론하기,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거나 만나서 교류하기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프로그램 사례 중 일부
는 앞서 제시한 고령자 및 교육기관 담당자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와 중복되지만, 고령자 및
교육기관 담당자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 같은 점을 염
두에 두고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표 Ⅵ-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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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분석 내용(학생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YOU
세대 간 토론

□ 운영기관 : 대한은퇴자협회
□ 주요 참여집단 : 대학생 및 고령층
□ 주요내용 : 공통 주제에 대한 세대 간 토론
□ 성공요인 : 상호 의견 공유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보다 매끄러운 프로그램의 진행이 요구됨
□ 긍정적 효과 : 어르신들의 의견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점이 많음, 상호 간의 입장 이해, 고령자층과
소통하는 법 습득
□ 부정적 효과 :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어르신에 대한 반감

다함께
세대공감

□
□
□
□
□

운영기관 : 인천시 만안청소년수련관
주요 참여집단 : 고등학생 및 고령층
주요내용 : 학생과 고령층이 일대일로 짝을 짓고, 함께 다양한 활동 진행
성공요인 :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심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일대일로 팀을 이루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 또는 어르신 중 한 명이
불참할 경우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움
□ 긍정적 효과 : 노인 분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법 습득
□ 부정적 효과 : -

해피투게더
해피솔루션

□ 운영기관 : 서울시 성북노인복지관
□ 주요 참여집단 : 대학생(자원봉사자), 저소득층 노인
□ 주요내용 : 한 달에 한 번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드리고, 정서적 지원 및 영양, 건강
등을 체크
□ 성공요인 : 사회복지, 간호, 식품영향, 미용학과 등 대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점/ 기관 측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불만사항을 처리해 준 점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가정방문에 대해 부담을 갖는 어르신들이 계심
□ 긍정적 효과 : 독거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완화, 세대 간 친밀감 제고
□ 부정적 효과 : 자원봉사자들의 잦은 중도탈락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젊은이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됨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어르신
자서전 집필)

□ 운영기관 : 흥사단
□ 주요 참여집단 : 고등학생
□ 주요내용 : 학생 5-6명이 팀을 이루어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 집필
□ 성공요인 : 프로그램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노년층에 대한 이해 및 인터뷰 방법, 글 쓰는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강의가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이 됨)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프로그램 시작 시, 프로그램의 취지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참여했던 점
□ 긍정적 효과 : 어르신 세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습득,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소 및 공경하는
태도를 갖게 됨
□ 부정적 효과 : 자서전을 쓰는 동안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낌

학생들은 그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평소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고령층과 상
호교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로부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
던 점이 좋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는 것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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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공을
살려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느낄 때, 프로그램과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이 평소 배우기 힘든 내용
들을 학습하는 기회로 작용할 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한편 미비점 및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대부분 젊은 층과 어르신 세대가 팀
을 이루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이 불참해서 난감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일대
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젊은 층이나 어르신 중 한 명이 불참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좀 더
부각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취지나 함께 활동을 하게 될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
식이 제공되지 않아, 초기에 프로그램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긍정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습득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부정적 효과의 경우에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
는 어르신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젊은이들
이 프로그램에서 중도탈락 할 경우 어르신들이 젊은 층에 대해 불신을 갖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학생들은 세대통합교육의 가장 중요한 참여 대상이다. 이에 현재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심층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대부분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대통합교육이 필요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가
깊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러
므로 우리는 세대통합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
고등학생)
“요즘 갈수록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세대통합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저도 이 체험이 아니었다면 느껴보지 못할 뻔 했던 경험들을 하였는데, 미래에 신세대들과 구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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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 측면에서 세대통합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
대감도 나타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성인이나 노인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자주
관찰되는데, 세대통합교육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
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타파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통합교육은 패륜적인 청소년들은 물론이요, 평범한 청소년들에게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도 다잡을 수 있는 것 같다.” (남, 고등학생)

5)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상술한 것처럼 세대통합교육이 서로 다른 세대로 하여금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
는 데 도움을 준다면, 보다 많은 젊은이와 노인들이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들이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
계가 필요하다. 이에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았다.
학교에서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명의 응답자에게서 제시되었다. 조부모 또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차이를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
처럼 가족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유는 세대통합교육이 실제 일상생활과 연계되기를 희
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세대통합교육이 단지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일상생활에서 체감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체험일지를 통해 함께 이야기한
부분을 글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여, 대학생)
“1년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캠핑, 등산, 마을 탐방 등 야외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조부모와 함께하는 프로
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남, 고등학생)
“직접 자신의 일상과 관련지어 어르신과 함께 하는 숙제나 프로그램, 또는 학교에서 행사를 마련했으면 좋
겠다.” (여, 고등학생)

또한 노인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비교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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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운영이 자유로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수 관찰할 수 있다. 이때 노인들은 학생들에게 봉사를 받는 객체라기보다는,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내용을 다룰 때 일종의 보조교사로 적극 참여하는 형태를 보
인다. 따라서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분들이 학교에 방문하고, 학생들이 노인분들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 재량시간에 노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다.” (남, 고등학생)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노인세대와 함께 만
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때, 단일 학교 급의 학생들
만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세대통합이 특정 연령대의 젊은 층과 노인층 간의 통합을 지향하기보다는 다양한 연령
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여러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시니어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겠다.”
(여, 대학생)

아울러 학교 밖 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 복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대가 함께 하는 활동의 내용으로 독거노인을
돕는 등 노인복지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독거노인이나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에 소통을
하길 바란다.” (여, 고등학생)

6)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기타 제언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제언에 관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일관되게 언급한 내용은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위주, 강의식, 전달식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체험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야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되고 참여도 활성화 되리라는 의견이 반
복적으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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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이론교육보다 토론이나 캠페인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세대통합교육에 가장 효과적이고 개인
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여, 대학생)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실시되면 지루하고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세대가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잘 이해하고 만남을 갖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여, 대학생)

한편,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일방적으로 존중하거나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
로는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젊은 층에서 노년층을 공경하고 존중
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예의범절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세대통합을 기대하기가 어렵
다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노인세대도 젊은 세대
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쌍방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중복 관찰
되었다.

“노년층이 젊은 층에 맞추는 것이나 젊은 층이 노년층에 맞추는 것은 아마 적어도 한쪽 이상은 힘들거나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년층과 젊은 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간 정도
의 범위에서 세대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남, 고등학생)
“학생들의 일방적인 봉사가 아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을 하였으면 좋겠다.” (여, 고등학생)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비로소 갈등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남, 고등학생)

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의견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자의 경우 직･간접적인 세대
갈등 경험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관찰되는 세대 간 분리 현상,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
청소년들의 행태에서 세대갈등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고령자들은 젊은 세대와의 상호 이
해 증진 및 학생들의 인성교육 측면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교 밖에서 별도
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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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며,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기관 담당자에 대한 조사 결과, 주로 세대 간 갈등을 체감한 사례로는 청소년들의 언행이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연금을 둘러싼 갈등 등이 언급되었다. 세대통합교육
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높지 못하고, 현
실적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공감할 만한 공통의 관심사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
였다. 또한 세대통합교육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의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세대통합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점차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
하여 세대 간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 측면에서도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세대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 및 프로그
램 개발･보급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어린 학생들의 세대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함양과 같은 인성교육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는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대통합교육의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학생들은 대
중교통에서 좌석 양보를 둘러싼 신-구세대의 갈등,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응, 진로
문제에 대한 시각 등에서 주로 세대 간 갈등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동안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세대통합을 경험해 본 사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덕, 윤리, 사회･문화 등 사회과
교과 시간에 접해보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전달식 수업을 받
은 경우에는 교육 효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가 많았으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제 체험
위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체험했다는 의견
이 주종을 이루었다.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조부모, 부모 등 실제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노인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노인
세대와 함께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이 세대 간 갈등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 이처럼 일상적인 장면,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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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문제에서 세대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대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대통합이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보다 근본
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세대통합교육에 대해 많은 기대
를 나타냈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와 교육기관 담당자들
은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 세대통합교육의 저변이 넓지 못하고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세대통합교육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세대통합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으로 포섭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나 노인세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는 지역사회 기관이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
보다 학교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접근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입시 준비, 상
급학교 진학, 진로 준비 등으로 인해 여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
이 세대통합교육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비교적 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노인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세대통합교육은 직접 체험과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 학생들이 원하는 세대통합교육의 형태는 공통적으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직
접 만나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이론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그 효과를 낮게 체감하며, 세대통합교육은 체험 위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따라서 추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론적인 내
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서 함께 하는 체험활동이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내용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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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분야
가. 고령자
1)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갈등을 경험했거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해서 접해본 적이 있는지를 질
문한 결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세대갈등 사례는 “언어소통”과 관련된 문제와 고령자들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쓰지 못해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로 나타났다. 언어소통 문제와 관
련된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는 이미 국적불명의 언어가 되어 버렸기에 중노령층과는 거의 소통이 불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소를 생
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청소년층인 아이들과의 언어장벽이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 (50대, 여,
고령자)
“오늘날, 한마디로 통상의 구어체(口語體)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듣지도 않으려니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단절은 미리 고착화 되어 있고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상태이다 .....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절실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수단)을 통하여 이야기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
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측이 감수하여야 할 노력이다. 상대방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話者
의 불성실이 아닐 수 없다.” (70대, 남, 고령자)

이상에서 보듯이, 고령자들은 요즘 디지털 세대인 젊은이들은 언어를 줄여서 표현하는 약어를 많
이 쓰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신조어나 유행어를 많이 쓰는 관계로 젊은 세대가 쓰는 언어를 이해하
지 못해 세대 간의 소통부재와 갈등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쓰지 못해 젊은이들과 대화에 끼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
하는 등 자존감이 저하되어 세대 간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컴퓨터 활용에 미숙하여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짐을 실감한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일반 공공문서 확인, 발급을 처리하지만 컴퓨터에 미숙한 나는 거의 불가능하며 은행업무도 젊은이는
컴퓨터 처리가 쉬우나 나는 잘못 이용하면 사기나 손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 걱정에 아예 컴퓨터 사
용을 포기한다.” (70대, 남, 고령자)

컴맹이나 넷맹에 의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소외감을 극복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 고
령자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배우게 된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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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명, 중학교 1명의 두 손주하고 딸, 사위와 같이 사는데 이들과 대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컴퓨터 인터넷 또 이렇게 스마트폰까지 배우고 있다.” (60대, 여, 고령자)

2)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보화와 관련하여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문제점과 보
완점, 개선사항과 참여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NGO
등이 운영하는 고령자를 위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의견
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된 프로그램이라기보
다는 고령자들이 현재 교육받고 있거나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표 Ⅵ-6> 참조).

<표 Ⅵ-6> 정보화 관련 세대통합 프로그램 분석 내용(고령자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스마트폰 활용교육

□
□
□
□
□
□

운영기관 : 우리마포복지관
주요내용 : 스마트폰 활용방법
성공요인 : 대학생 강사 개별 지도
미비점 및 개선사항 : 노인들의 이해도 부족
긍정적 효과 : 스마트폰 공포감 해소와 생활 적극 활용
부정적 효과 : 젊은 세대의 일방적 생각과 노인들의 고집

컴퓨터 활용교육

□
□
□
□
□
□

운영기관 : 우리마포복지관
주요내용 : 컴퓨터 활용방법
성공요인 : 노인 맞춤형 교육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세대 간의 의식격차 및 교육격차
긍정적 효과 : 세대 간 이해 제고
부정적 효과 : 학습습득 수준차이로 갈등

□
□
□
대학평생교육원 영상공부방
□
□
□

컴퓨터 활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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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운영기관 : 동부산대학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컴퓨터 및 영상제작(포토샵, 스위시)
성공요인 : 농어촌벽지 학교와 결연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재정적 어려움, 교육시간 부족
긍정적 효과 : 자신감 회복 영상자료 관리
부정적 효과 : 눈의 피로 등 건강 저해 세대 간 견해 차이 노출
운영기관 : 동부산대학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한글, 홈페이지
성공요인 : 학생들과 공동교육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시간부족
긍정적 효과 : 생활에 편리
부정적 효과 : 이해부족 및 소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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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염석주를 찾아서

□
□
□
□
□
□

운영기관 : 은빛둥지
주요내용 : 독립군 다큐 제작
성공요인 : 노인들의 경험과 의지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긍정적 효과 : 세대이해 증진
부정적 효과 : -

나는 노인입니다

□
□
□
□
□
□

운영기관 : 은빛둥지
주요내용 : 문화유산 및 은빛둥지 영상
성공요인 : 대학생의 전문지식, 노인들의 콘텐츠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긍정적 효과 : 세대이해 증진
부정적 효과 : -

<표 Ⅵ-6>에서 보듯이, 정보화 관련 대부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컴
퓨터, 인터넷 활용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에 와서는 KT, SK Telecom과 같은 민간기업 또
는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교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고령자
중 컴퓨터와 인터넷 심화교육을 받은 준전문가를 중심으로 포토샵, 스위시, 영상제작･편집 등과 같
은 전문교육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각 프로그램별로 성공요인이나 미비점 및 개선사항,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통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화분야의 세대통합 관련 대표적 프로그램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휴대폰 및 스마트
폰 교육인데, 제일 큰 성공요인은 고령자들의 학습수준이나 인지능력 등에 맞춘 맞춤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 대상의 정보화교육의 경우 대부분 주 강사 이외에 보조 강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세대 간 소통이 쉬운 고령자 강사를 활용하거나 전문성이나 활용능력이 뛰어
난 학생 등 젊은 강사가 투입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하는 경우
일대일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동안 세대 간의 상호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성공요인이다.
한편 정보화 분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으로는 교육과 학습과정에서 고령자
들의 인지능력 부족, 학습 진도의 지연, 일방적인 교육 등으로 인한 세대갈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또한 예산의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 교육시간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선사항으
로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분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미친 긍정적 효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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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무
엇보다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 뒤쳐져 있다는 무력감이나 소
외감을 극복하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외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손자 등 젊은 세대와 소통, 행정, 경제활동에서의 편리성 증가 등이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로는 교육운영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고령자 간의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
등, 즉 고령자들의 인지능력 저하에 의한 학습 진도 미진, 학생 등 젊은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 고령
자들의 고집으로 인한 세대갈등, 이외에도 눈의 피로 등 건강상의 문제도 부정적인 효과로 지적하
는 경우가 있었다.

3) 세대통합 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조사하
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고 사회는 물론 가정
에서도 상호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화교육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좋은 정보
와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을 긍정적 효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는 고
령자만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
고 있다.

“이제는 컴퓨터를 못하면 불편한 시대가 되었다. 요즘 어떤 사연을 자식에게 보낼 때도 문자나 메일로 하지
않는가? 사진을 촬영,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주면 정말 놀라워한다. 젊은이와 소통에 컴퓨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또 젊은이에게 인정을 받는다.” (60대, 남, 고령자)
“노인과 젊은이에게 공동목표의 작업과 교육이 주어져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이라고 보여주기
식 교육이나, 노인재롱잔치 같은 수준을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함께 공동과제를 풀어나가는 동지적 입장으
로 세대 간 통합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70대, 남, 고령자)

4)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고령자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20~30대, 50~60대 같이 받을 수 인터넷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정보통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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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상속, 증여 등에 관한 교육과 세무교육 프로그램
- 노년층에게 IT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정보화 교육
- 지역공동체 단위의 정보화 교육 시스템(동사무소, 또는 주민 센터단위) 구축 및 교육 확대
-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장기간 교육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동영상 제작, 전자상거래 등의 전문교육과 스마트폰 교육

이상에서 보듯이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기존의 컴퓨터, 인터넷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동영상 제작, 전자상거래, 세무교육 등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며, 또한 교육 운영 측면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참여하는 노소동감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5)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보화 분야 지원과 대책 및 기타 제언
마지막으로 세대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분야와 관련한 지원이나 대책 및 기타 정책적
제언이나 의견을 물어 보았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배려, 교육의 강화
- 노인복지관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원과 협조
-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65세 이상에 대한 정보화 무료교육 확대
- 노년층에 대한 IT기기 사용 비용의 절감
-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 및 심층교육의 확대
- 학교를 이용한 정보화교육 장소 개방
- 노인세대를 잘 이해하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육성 지원
- 노인들에 대한 영상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정보화교육장의 확충, 기초교육뿐
만 아니라 전문교육의 확대, 전문성을 갖춘 강사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이 많았으며, 또한 경제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을 위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저렴한 IT기기 보급 및 노인맞춤형 요금제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 젊은 세대가 함께 참
여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언급되었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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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이외에 고령자가 앞으로 배울만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 IT업무에도 고령층의 참여기회 확대
- 디지털 세대라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가르치는 일이 급선무
- 세대통합에 준하여 서로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운영
- 정보화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세대 간 융합 작업 및 IT 기반 일자리 창출

나. 교육기관 담당자
1)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경험 사례
정보화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갈등을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는
고령층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가
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쓰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세대 간의 갈
등과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의 축약형 언어나 유행어 등을 전혀 알지 못해 나타나는 언어소통의 문
제이다. 먼저 언어소통과 관련된 의견 제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세대에 해당하는 나조차 요새 젊은 층의 심한 '말줄임' 표현에 당황할 때가 많다. 이 모든 현상이
정보와, 디지털 세대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이나 SNS의 단문 성격이 이런 현상의 주범이
아닌가 싶다. 단문을 만들기 위한 용어의 심한 줄임 현상이 지속되어 욕설이나 은어를 만들고 있어 그 부작
용 또한 심각하다 ..... 세대 간, 계층 간 의사소통을 가로 막는 위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
다.” (2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우선 청소년들이 쓰는 SNS 은어 같은 것이라든가 용어 등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점점 더 멀리하고 자신감
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 슬그머니 피하시려고 만 한다.” (5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세대갈등 사례는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를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세대갈등이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이 새로운 기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
면서 갈수록 이러한 정보화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층과 젊은 세대와의 세대 단절 및 세대갈등
이 심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는 갈등도 물론 있지만 최근의 그 세대 간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이다 ..... 자녀들이 어르신들께 가령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어르신
들께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느냐며 가져오시는 분, 메세지 확인이 안 되어 손자녀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오시는 분등을 지켜보며 1･3세대 간의 정보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3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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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는 물과 불관계이다. 컴퓨터를 모르는 노인들은 아들, 딸로부터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 아들, 딸에게 컴퓨터 한번 물어보았다가 이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받게 된다. 20대는 디지털
세대로 일상생활화 되어 있어 모든 것이 빠르고 능숙하기 때문에 자기기준으로 가르쳐주지만 아무것도 모
르는 노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차이로 세대 간에 통합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5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한편, 이외에도 교육담당자들은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세대갈등
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노인들의 인지능력 등의 저하로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현상
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젊은 층과 정보화교육을 함께 받을 때 노년층은 손발과 두뇌회전이 느리고 이해력과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간다. 그러므로 수업을 할 때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따로 수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0대, 남, 교육기관 담당자)
“젊은 층은 한번만 설명해도 알아듣지만 장노년층은 적어도 세 번이상은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다. 진짜 복
장이 터져버릴 정도로......중장년층은 어린아이와 같이 집중이 어렵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교육
시키기가 정말 힘들다.” (50대, 여, 교육기관 담당자)
“젊은 층의 앞서가는 정보화를 아날로그 세대가 단 시간 내에 따라 잡기에는 조금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여 손자나 자식들에게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하나 알려주다가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고령층에게 교육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20대, 여, 교육기관 담당자)

이상에서 보듯이, 정보 분야에서의 세대갈등은 일차적으로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에서 비롯되
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문제는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단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들의 인지적 특성이나 정보기기를 사
용하는 방법 등의 차이도 세대 간의 갈등과 이해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참여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교육기관 담당자가 종사하는 교육기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거나 참여해 본 정보화 관련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문제점과 보완점, 개선사항과 참여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육기관
담당자들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서 고령자들이 받는 교육과 중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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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프로그램만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기관 담당자가 종사하는 교육기관의 정보화 관련 세대통합 프
로그램 분석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표 Ⅵ-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Ⅵ-7> 정보화 관련 세대통합 프로그램 분석 내용(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스마트폰 활용 교육

□
□
□
□
□
□

운영기관 : 우리마포복지관
주요내용 : 스마트폰 활용방법
성공요인 : 대학생 강사 개별 지도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강사 및 강의실 부족
긍정적 효과 : 세대 간의 이해, 노년층에 이해
부정적 효과 : 수요 미충족

SNS 자원봉사단
스마트폰 활용 동아리

□
□
□
□
□
□

운영기관 : 대한노인회 KT 서포터즈
주요내용 : SNS교육 스마트폰 활용교육
성공요인 : 소규모 커뮤니티교육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교육시설 부족
긍정적 효과 : 2세대, 3세대 이해제고 및 소외감 해소
부정적 효과 : 무관심 계층과 괴리

인터넷과 스마트폰

□
□
□
□
□
□

운영기관 : 인터넷남강회
주요내용 : SNS 활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성공요인 : 고령층의 적극적인 참여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교재와 스마트폰 기기의 불일치
긍정적 효과 : 두뇌 개발과 치매예방
부정적 효과 : -

정보화교육

□
□
□
□
□
□

운영기관 : 해운대구청
주요내용 : 한글, 파워포인트, ITQ 자격반
성공요인 : 자격증 목표의식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교육시설 미흡
긍정적 효과 : 손자들과의 소통
부정적 효과 : 시력저하 등 건강 악영향

스위시 초중급 외 다수

□
□
□
□
□
□

운영기관 : 서울시 데이터센터 등
주요내용 : 스위시 초중급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및 사진편집
성공요인 : 노인 수요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전문강사 부족, PC등 장비노후, 학습능력 차이
긍정적 효과 : 자존감 향상, 외로움 해소, 사회참여 확대
부정적 효과 : 건강 악화, 악플 등 불건전활용

인터넷과 스마트폰

□
□
□
□
□
□

운영기관 : KCLA전주지부
주요내용 :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성공요인 : 쉬운 강의방법, 교육 열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강사 부족
긍정적 효과 : 자식, 친구 간 유대강화
부정적 효과 : 과다한 요금 및 사기 피해

23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운영기관 : 동부산대학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홈페이지 제작 관리
성공요인 : 젊은 세대의 참여 협력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긍정적 효과 : 젊은 세대와의 소통
부정적 효과 : -

뉴실버 정보리더 교육

□
□
□
□
□
□

운영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내용 : 컴퓨터 초중급 인터넷 활용
성공요인 : 자원봉사자 적극 참여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예산 및 지원 부족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

fun! fun!
모바일 세상

□
□
□
□
□
□

운영기관 : 시흥시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휴대폰 활용교육
성공요인 : 사전홍보, 세대통합교육, 인문학 병행, 사후 프로그램 진행 등
미비점 및 개선사항 : 교육생의 결석, 교육 분석 미흡
긍정적 효과 : 고립감 해소, 1･3세대 공감
부정적 효과 : 휴대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령층 정보화교육

□
□
□
□
□
□

운영기관 : 자치단체
주요내용 : 한글, 인터넷, 포토샵, 동영상, 스마트폰 등
성공요인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노후화된 장비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

<표 Ⅵ-7>에서 보듯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초급
교육부터 홈페이지 구축, 동영상 제작, 스마트폰 교육, SNS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들 프로그램들의 성공요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령자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를 들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고령자
들의 열의가 부족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
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서비스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쉬운 방법의 교육이나 소규모 커뮤니티 교육 등과 같이 학습능력이 떨어지
는 고령자를 배려한 교육운영이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넷째, 대학생, 젊은 자원봉사자 등 젊은 세대가 참여하여 고령자들과 정보화교육을 통해 소통하
는 세대동참 프로그램 또한 성공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홍보나 다른 흥미로운 프로그램과의 병행 등도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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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비점 및 개선사항도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시설, 교육강사 등 교육
인프라의 부족,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부족도 고령자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미비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교육내용과 교육 기자재의 불일치 등 교육내용의 미흡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교육생들의 열의 부족도 개선사항의 하나로 보인다.
한편, 고령자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보면 앞서 고령자 당사자들이
지적한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먼저 긍정적 효과로는 고령자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연계하여 노인들의 문제 중 하나인 소외감과 고립
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도 대단히 큰 긍정적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젊은 세대나 동료세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이해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총체적 결과로 젊은 세대와 노인들 간에 세대갈등이 완화되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
해가 증진된 것이 가장 큰 효과이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를 보면, 고령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지나친 컴퓨터, 인터
넷, 스마트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등 건강 악화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비생산적인 정보
기기의 활용, 과다한 요금, 사기 피해 등도 부정적 효과로 지적되고 있다.

3) 세대통합 정보화교육 활성화 장애 요인
노년층과 젊은 층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나 장애요인에 대한 의
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심적 부담감
- 노년층의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부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실무자의 인식 부족
- 장노년층 전문 복지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젊은 층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
- 세대 간 정보화능력의 차이가 많고, 주로 활용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
- 노인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족 및 교육 후 활용 부족
- 노년층과 젊은 층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의 불일치 및 교육내용의 한계

이상에서 보듯이, 고령자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 교육운영을 위한 재원이나 강사 등 지원의 부족, 그리고 세대 간의
활동시간대나 공통 교육 프로그램의 미흡 등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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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통합 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정보화 관련 세대통합교육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보화교육을 통한 생활의 편리성 제고
-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무능력하다는 인식 개선 및 고령자들의 자신감 제고
-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이 우선 되면 자연스럽게 세대통합이 이루어 질수 있음
- 1･3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학습 시 서로 소통하며 즉각적인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를 해결
-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에 많이 뒤쳐질 것이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을 변화
- 세대 간 지식과 정보의 교류
-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고독감 약화 및 활력 증진
- 청소년들에게도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발휘

이상에서 보듯이, 어르신에 대한 정보화교육이나 젊은 세대와 함께 하는 세대통합교육은 기본적
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고독감, 소외감 해소를 통한 생활의 활력
증진,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세대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5)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향후 세대통합을 위해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와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SNS, 스마트폰 심화교육 및 일자리 창출 교육
- 디지털 영상제작 프로그램
- 마이크로소프트의 MOS 등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 청소년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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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향후 운영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미와 흥미를 추구할 수 있는 영상제작이나 스
토리텔링, 그리고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
증 과정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로 제시되었다.

6)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보화 분야 지원과 대책 및 기타 제언
세대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정책, 그리고 기타 정책적 제언이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자들을 위한 통신비 인하 및 지원
- 고령자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및 파견
- 소규모(10대 정도)의 고령자 전용 인터넷 plaza 설치 운영
-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 분야 발굴 지원
- 정보화교육 장비(PC) 및 시설의 확충
-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 대학을 활용한 스마트동아리 지원
- 체계적인 교육과정 계획(매뉴얼 제작) 및 전체 화합의 장 마련 기회 제공
마지막으로 기타 정책적 제언이나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정보화 교육관련 ‘정책 제언’ 논문,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포절’등의 대회(場) 제시를 통해 세
대통합 '정보화 교육'에 대한 고민과 홍보, 지원의 기회 마련
-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및 IT 기기 개발 필요. 또한 고령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손･자녀세대와 어르신 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을 정부에서 지원
- 디지털 세대의 아날로그 세대 이해를 위해 역사 교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교양 강좌를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

다. 학생
1) 직･간접적인 세대갈등 사례
대학생들의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갈등 경험도 고령자들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젊은 계층 역시 노인들의 인지 및 학습능력 저하, 생활패턴의 상이함에 따른 상호 이해의 부
족, 그리고 언어소통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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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노년층)들과 함께 홈페이지 제작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을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났다. 어르신들은 많이 늦다보니 옆에서 가르쳐 드리면서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다. 언어소통
의 문제로는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한 여러 신조어들을 익혀 사용하는 반면에
노년층분들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남, 대학생)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디지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아날로그 세대들 사이에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할
때 자주 느끼게 된다. 디지털 세대의 경우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메시지를 이용한 대화를 주로 하는 것에
비해 아날로그 세대의 경우 통화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소통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남,
대학생)
“스마트폰에 적응이 빠른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 간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갈등이 많다고 생
각한다(무엇이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해결하려는 젊은 층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갈등 등등).”
(여, 대학생)

2) 교과학습 경험이 있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 내용 소개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정보화 사회에서의 세대갈등 혹은 세대통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
는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8명중 6명은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명만이 응답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교과목 명 : 정보화 사회
- 수업내용 : 정보 중심 사회에 대한 지식, 정보의 가치, 세대 간의 갈등, 인류를 지배하는 정보 등
- 아쉬웠던 점 : 기본적인 지식보다 정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다방면의 정보 부족
- 수업의 효과 : 정보의 가치를 알 수 있었고 세대 간의 갈등 이해에 도움

□ 교과목 명 : 인간 심리
- 수업 내용 : 인간의 심리에 대해 파악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세대갈등의 사례 및 심리 상태 교육

□ 교과목 명 : 연극의 이해
- 수업 내용 : 연극을 통해 세대갈등과 이를 고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작품 감상
- 아쉬웠던 점 : 실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아닌 단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하여 세대갈
등을 정확하게 인지 못함
- 수업의 효과 : 수업을 통해 세대갈등의 심리상태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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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대학에서 조차 세대갈등이나 세대통합 관련 강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개설된 강좌에 대한 관심도 저조한 편이어서 세대통합 강좌의 확대 및 교육내용을 좀 더 심층적
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3) 참여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소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문제점과 보완
점, 개선사항과 참여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Ⅵ-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Ⅵ-8> 정보화 관련 세대통합 프로그램 분석 내용(대학생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분석 내용

□
□
스마트폰 활용 □
□
교육
□
□

운영기관 : 우리마포복지관
주요내용 : 스마트폰 활용방법
성공요인 : 대학생 강사 개별 지도
미비점 및 개선사항 : PC연결 등 기술지원 부족, 강사 부족, 다양한 콘텐츠 접목 필요
긍정적 효과 : 스마트폰 활용 확대, 대학생과의 유대 강화
부정적 효과 : 교육 미진자 낙담

□
□
어르신과
□
함께하는
□
홈페이지 제작
□
□

운영기관 : 동부산대학
주요내용 : 개인 홈페이지 제작
성공요인 : 노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미비점 및 개선사항 :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확대, 학생들의 의지 부족
긍정적 효과 : 노인에 대한 이해 제고, 정보격차 해소
부정적 효과 : 프로그램 미흡

4) 세대통합 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정보화교육이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있는지를 대학생들의 의
견을 물어보았는데 주요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장노년층이 함께 정보화 교육을 하면 학생들은 장노년 층의 배움에 대한 열망, 의지를 배울 수 있다
고 본다. 장노년층들과 함께 하다보면 가끔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기도 한다. 이런
교육으로 정보화 시대에 학생과 장노년층의 정보격차 현상을 줄여 서로 간의 소통을 해결하며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여, 대학생)
“장노년층분들이 배움에 대해 적극적이셔서, 학생입장에서는 해당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다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과의 대화를 통하여 현재 디지털 세대에 대한
아날로그 세대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대화의 폭과 생각하는 깊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남,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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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세대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거나 학생과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5)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학교나 학교 외 기관에서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 <표 Ⅵ-9>와 같다.

<표 Ⅵ-9> 학교 및 학교 외 기관에 필요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구분

필요한 프로그램

학교

-

컴퓨터 자격증반,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한 교육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교육, 스마트폰 교육
세대통합 관련 강의
학생들의 어르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절 교육
세대통합 현장실습 교육
학생들이 장노년층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

학교 외 기관

-

인터넷 기초나 활용 부분, 컴퓨터 기초나 활용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디지털제품 교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
노인들을 위한 건전한 게임 교육

6) 세대통합 정보화교육을 위한 기타 제언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이해 증진과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대학생들의
기타 제언이나 의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젊은 세대가 쉽게 사용하는 메신저, SNS 같은 서비스를 아날로그 세대인 중장년층들도 기본 사용법만 익
히면 쉽게 배울 수 있다. 서로 간에 세대격차를 인정하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문, 책과 같은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여, 대학생)
“문화적인 통합(놀이문화, 외식업 등등에서)을 통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상호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세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남, 대학생)
“복지관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에 대해 많이 접촉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면 집에 가셔도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에 대한 것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단순한 정보가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심화된 정보를 포함한다면 지식공유로 인한 공감이 더 커질 것이다.”
(남,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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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정보 분야에서의 세대 간 정보격차, 세대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나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정보화교육을 받은 고령층, 정보화교육 교육기관 담당자, 그리고 고령층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각 대상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세대 간의 직･간접적인 갈등경험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보화 분야의 세대 간 갈등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령층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시용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해 부족이 세대 간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젊은 세대에게는 생활
필수품인 정보통신기기를 노년층은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젊은 세대와 고령층 세대의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한 세대갈등이다. 이것은 요즘 젊은 층이
쓰는 언어가 축약형이 많고 그들만의 유행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층은 도무지 그 언어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소통 부재와 오해를 낳고 궁극에는 세대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이며, 젊은 세대와 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동참 내지 세대공감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주로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최근에 등장하고 있
는 모바일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 다행히 최근 민간 기업
을 중심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SNS 교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효과는 무엇보다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일깨워주어 생활
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인 고독과 소외감을 많이
극복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세대와 3세대 간의 소통과 이
해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
로 언급되고 있다. 기존의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교육은 물론, 스마트폰과 SNS 교육,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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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보다 심화된 전문교육과 자격증 교육, 그래픽, 영상제작･편집 등과 같은 특수SW 활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정보화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예술분야 등에 IT를
활용하는 융합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이나 지원 사항으로는 정보화교육에 가장 기본적 교육 인프라인
교육교재, 강의실 등 교육시설, PC 등 교육장비, 교육강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의 의견으로 세대통합을 위해 젊은 세대와 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세대통합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이벤트 등 기획 프로그램의 추진,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심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 세대공감 문화 활동의 강화 등이 제시되
었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와 정보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젊은 세대
와 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화 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
근에 와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이
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고령자와 젊은 세대, 특히 노인과 손자 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IT를 매개로 각 세대의
장점, 즉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젊은이들의 IT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프
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IT를 매개
로 세대통합을 위한 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대
통합의 문제는 정부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학교와 민간기업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
하다.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추진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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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1 요약 및 종합논의
국가 사회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
대통합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
며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육성함으로써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모색
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체제와 더불어 정치, 경제, 정보, 문화 등 여타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노력과 대응 방안의 탐색이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체제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세대통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닌 정보체제를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교육체제는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완화하고 세
대 간에 이해와 공감, 타협, 상호존중을 통해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대통합교육을 통해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일은 세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첩경이자 세대갈등에서 비
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체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갈등이 급속하게 확대･재생산되는 양
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영역이다. 디지털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성
세대를 대상으로 정보접근 기회의 확충, 정보이용능력의 함양, 생산적인 정보활용력의 촉진 등을
통해 세대 간 정보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국가
적 과제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사회통합
은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와 소통을 통해 세대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핵심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3~2015년의 3개년에 걸친 협동연구로써 ‘교육체제’와 ‘정보체제’라는 크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각 체제가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최대화 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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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방안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금년도는 1차
년도 연구로써 교육 및 정보체제에 있어서 세대통합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
태를 진단하며, 관련 정책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과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세대통합과 교육체제, 세대통합과 정보체제의 순서로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가. 세대통합과 교육체제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경제구조와 가치관,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세대 간에 물리적･정서적 교류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
대 간에 상호 이해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대 간 갈등이 주로 이념적･정서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면 근래 관찰되는 세대 간 갈등은 보다 실질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고령화로 인해 전
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세대 간 갈등은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갈등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 간 갈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은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로 다른 세대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인식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보
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적 개입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세
대통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실태 분석, 관련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 프로그램 사례 분석,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세대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과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실태
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교육 영역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통
합교육의 실태를 진단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세대통합교육은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어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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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단히 부족한 편이다. 그리하여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교류는 세대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이
루어지기보다는 사회봉사 또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소외된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맥락
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로 인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학교와 같은 제도권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과 청소년 활동시설, 노인복지관, 민간단체 등 학교
밖 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노인세대와 유아 및 아동 등 어린이들이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은 교과수업의
경우 사회과 교과에서 효(孝)에 관한 덕목을 학습할 때 간접적으로 일부 다루어졌으며, 비교과 활동
의 경우 소수의 몇몇 학교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 증진, 세대 간 협력을 다루는 사례가 드물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지율은 연구마다 조사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10~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인지율이 높게 파악된 연구에서도 과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낮은 인지 수준은 저조한 참여율로 이
어진다. 그리하여 연구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해보았다는 응답도 30%
에 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통합교육의 저변이 취약하다보니 참
여할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처
럼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지율 및 참여율은 낮지만, 사회구성원들은 세대통합교육이 우리 사회에
무척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세대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젊은 층으로 하여금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세대통합교육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는 그간 시행된 공식적인 교
육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20년 간 교육정책
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그간 우리 교육정책에서 세대통합교육에는 정책적 관심을 거의 기울이
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세대 간의 공감이나 협력,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정책은
참여정부 시대의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 외에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세대통합을 위해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세대통합
과 관련된 교육정책이나 정책 추진과제가 매우 빈약하여 효(孝)에 대한 강조 등 매우 추상적이고 포
괄적인 의미의 인간교육, 인간성 함양, 도덕교육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세대통합교육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일부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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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을 뿐, 세대통합을 위해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정책 측면에서는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실질적
인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일부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사례들이 제한
된 범위에서나마 관찰되었다.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 평생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청
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관
기관이나 인접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사례 분석
결과, 이들 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1세대인 고령층과 3세대인 청소년
들이 일대일 혹은 1대 다수의 형태로 만나 교류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용
측면에서는 고령층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
적 유대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복지･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고령층,
특히 저소득 고령층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상호 간에 서로가 지닌 지식을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보다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 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해,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들과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 및 한국과 인접한 일본, 호주 사
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각국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
둔 것으로 평가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
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서구 사례의 경우, 노인 세대를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소개하
기보다는 노인들이 지닌 전문성을 활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어린 세대가 노인 세
대의 연륜과 경험, 지혜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교육과 연계
한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세대통합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교육기관 담당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통합교육에 관한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층은 젊은 층과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을 희망하며, 학교 밖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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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기
관 담당자의 경우,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젊은 층과 고령층이 공감할 만한 공통의 관심사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우며, 사회적으로
세대통합 및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교육자들의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들
었다. 또한 고령자와 교육기관 담당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세대통합교육은 세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에 대
한 의견조사 결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접해 본 경험은 주로 도덕, 윤리, 사회･문화
등 사회과 교과 시간이었으며, 강의식･전달식 수업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이 주종을 이룬 반면, 체험 위주로 경험한 학생들은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긍정
적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학생들 또한 고령자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노인 세대와
함께 만나서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고령자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세대통합과 정보체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
신강국으로 도약했다. 전국적으로 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기반으
로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과 같은 경제활동 서비스, 교육, 문화생활 분야의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등 정보화의 ‘일상화’, ‘전면화’에 따른 지식정보사회 시대
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 간, 계층 간에 정보격차가 발생
하고 있는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
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컴퓨터나
정보기기의 보유, 인터넷 통신망 접속 등과 같은 정보 접근격차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으나, 정보
이용능력이나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활용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
는 실정이다.
한편, 사회계층간의 정보격차 가운데 세대 간의 정보격차는 상당히 심한 편이며, 최근에 우리 사
회가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모바일 분야의 세대 간 정보격차는 유선인터넷 기반의
정보격차 보다 훨씬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문화는 탈권위주의적이고 창의와 혁신의
문화코드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권위와 위계질서, 표준화와 대량생산, 규범과 규율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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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성세대의 아날로그 문화와 가치 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 간 정보격
차 완화는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고 세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격차의 원인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사회갈
등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세대 간의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고령층이나 청소년층 등 특정 세대에만 초점을 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사회통합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분야의 격차와 정보사회통합에 관한 문헌 연구, 관련 통계자료 분
석을 통한 세대 간의 정보격차 실태 진단,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관련 주요 정책 및 국내
외 우수 프로그램 사례 분석, 정보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등을 통
해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사회체제의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정보격차’ 개념은 사회계층 간에 발생하는 정보접근 측면에서의 차이를 의미하였으나 현
재는 정보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보다 철학적이고 정치･사회적 함의를 가진 디지털 통합이라
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세대 간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활용 정도가 낮다는 점과 온라인 게임, 동영상, 문자메시지, SNS 사이
트, 음악 다운로드, 블로그 활동 등에서 세대 간 참여율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인스턴트 메신저, 커뮤니티, 블로그 이용 및 운영 등에 있어서 20대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아
세대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격차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및 세대 간의 정보격차 실태에 대해서는 2012년에 조사된 <2012
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2012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2012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
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실태와 특징을 제시하였다. 정보격차 일반 현황을 한마디로 요약
하면, 컴퓨터 보유율이나 인터넷 이용률과 같이 PC기반 유선인터넷 환경에서의 계층 간 정보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모바일 기기 접근 격차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역량이나 정보활용 측면에
서 새로운 정보격차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도에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을 100으로 할 때 74점의 수준으로 24점 정도의 격
차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정보격차지수의 하위차원별로 볼 때, 이들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일반국민 100점 대비 93.4점으로 접근격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보화
역량 수준은 56.1점, 양적･질적 활용 수준은 60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보 역량이나 정보활용 면
에서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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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의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을 기준으로 30대
이하는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50대는 60.1%, 60대는 38.5% 수준에 그치고 70세 이
상은 9.7%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블로그 운영, 커뮤니티 이용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는 반면, 50~60대의 장노년층
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SNS 활동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
등의 활동이 대부분 10% 내외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젊은 층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있어 장노년층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는
2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인터넷 비이용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60대 이상의 세대에서 SNS 이
용, 온라인 사회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는
거의 대다수의 고령층이 인터넷 이용에서 소외되어 있는 디지털 문맹자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
로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모바일 정보격차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2000년대에 들어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범부처 차원에서 2차례에 걸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PC기반 유선통신망 환경에서는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
었다.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첫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점,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 점, 셋째,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재원의 확보와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이 높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정보격차가 여전히 크
게 나타나는 것은 그간의 정책이 주로 정보화교육에만 치중되어 왔으며, 젊은 세대와 장노년층 세
대가 함께 참여하여 세대공감과 세대통합을 이루려는 정보통합적 정책과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다소 미흡하고 세대 간 정보격
차 해소 정책과 기존의 세대통합이나 사회통합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했으며, 세대 간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국내 및 해외의 주요 정보 프로그램 사례에 있어서 국내의 경우 현재
까지는 장노년층인 아날로그 세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양 세

KEDI 253

Ⅶ 결론

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이 아직도 부족한 편이나 최근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정보사회에서 소외된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젊은 세대와 고령층 세대
와의 상호 이해 증진과 세대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과 교육 담당자,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년층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
로써 겪게 되는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해 부족이 세대 간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노년층 세대의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세대갈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세
대통합을 위한 정보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통합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효과로는 무엇보다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일깨워주어 생활의 활력을 제
공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이나 지원 사항으로는 정보화교육
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인 교육교재 및 강의실 등 교육시설, PC 등 교육장비, 교육강사에 대
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추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가.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세대통합과 공존을 요구하는 다(多)세대 사회
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정된 사회적 재원을 둘러싸고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어 가
고 있다. 그러나 사회 각 부문에 있어서 세대충돌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
다. 특히 오늘날 세대갈등의 양상이 과거의 이념적･정서적 갈등을 넘어서 정치적･경제적 갈등의 형
태로 현실화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 세대 간 갈등의 완화와 세대 간
의 공감 및 소통을 지향하는 ‘세대통합’의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할 가
능성이 특히 크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원인이나 영역도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대갈
등이나 세대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지만 과거와 달리 정보기술과 사이버공간의 존재는 현
재의 세대갈등을 특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다. 젊은 세대와 장노년층 간에 정보접근 상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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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편이나 정보이용능력이나 정보활용의 격차, 특히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모바일격차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가 그들만의 언어와 사이버공간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
와 기성세대간의 전통적인 역할관계가 파괴되거나 역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통제 상실로 이어져 기성세대의 권위붕괴로 인한 세대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두
세대 간에 사회화 방식이나 문화적 코드가 점점 상이하게 됨으로서 상호 소통이 어려워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통합은 단순히 현재 직면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단기적 관점에서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존중과 다양성 수용 수준을 제고하
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나아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호존중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동반자적 가치 인식은 성별, 계층, 인종을 망라해 우리 사회 전반의 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실태분석 및 의견조사 결과, 세대통합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
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드러난 것처럼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세대통합교육의 저변이 넓지 못하고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세
대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은 학교교육과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기실 학교와의 연계는 세대통합교
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평생교육
시설을 세대통합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것도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이나 장기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
려해 볼 때, 정규 학교교육과 연계한 세대통합교육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통합교육은 직접 체험과 세대 간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는, 이론 위주의 강의식･전달식 교육보다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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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가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세대통합교육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
화해야 한다.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정 세대에 맞추어 구
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상호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추
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사회통합 정책의 차원에서 정책적 비
전과 목표를 분명히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향후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기존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중심의 정보화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사회에
서의 디지털 시민 육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단순히 기성세대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여러 세
대가 함께 참여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기존의 교육, 청소년, 복지, 문화, 경제 분야 등 다른 분야
의 사회통합 정책과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정보화
가 세대 간의 갈등을 추동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문제는 다양한 영
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분야에서의 세대갈등 해소와 세대통합 정
책은 다른 분야에서의 세대통합 정책과의 연계성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분야와의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학교라
는 교육현장과 사회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영역의 측면에서 정보접근 뿐만 아니라 정보역량 및 정보활용 측면
에서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진전 등 IT 기
술 및 서비스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의
정보접근 격차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된 편이나, 정보역량이나 정보활용 측면에서의 격차는 여전
히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접근 능력 및 정보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의 이해 단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50대 이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역량 및 정보활용 능력 강
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 각 부문 간,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종합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포함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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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범사회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와 기업, 민간 NGO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보다 효
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먼저 교육체제에 있어서, 상술한 정책 추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세대통합교육 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실시된 세대통합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기관과 노인시설 간 교류가 주종을 이루며, 학교가 주된 운영기관인 사례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학교가 세대통합교육의 운영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세대통합교육이 실시된다면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령자들이 지닌 다양한 재
능과 역량을 세대통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교육기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방안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
고 있는데, 고령자들을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대통합교육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은퇴한 고령층의 전문 인력들이 무척 많은
데,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고령자들이 일종의 재능기부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직업체험, 실습 등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사전 교육을 통해 다른 연령대의 세대가 서로에 대해 사전 이해를
하도록 돕고, 프로그램 참여 시 유의사항 등을 인지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세대가
어린 세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노인 세대에 대한 공경만을 강조하는 것은 세대통합교
육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효(孝) 사상이나 경로효친 교육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어린 세대에게 반
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 세대에게는 노인 세대의 특성에 대해,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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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인 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의 특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섬세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한 교육정책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갈등이 우
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 표출 지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 세대통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거의 기울여지
지 못했다. 따라서 차제에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중장기 정책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 방향
에 부합하는 구체적 단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대통합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만나는 것만으로는 세대통합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체계적인 세대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세대 간
의 존중, 권리, 책임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내면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대통합과 관련한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 시 반영되도록 하여, 교과내
용에 이 같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 교육에 세대통합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세대통합교육에서 교사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또한 교사의 태도와 인식은 부지불식간에 학생들에게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대통합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수준은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결정짓는 데 무
척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비롯해 신임교원 연수,
직무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과정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이 보다 광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세대통합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일회성 행사는 세대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과 주의를 환기
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육 효과를 담보하고 참여자들이 세대 간 상호존중의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관기관 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활동시설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의 경우는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이 연계할 경우, 참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학교와의 연계도 무
척 중요하다. 특히 국내외 사례검토 결과는 세대통합교육에서 대학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
우,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대학은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평생교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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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이 중심이 될 경우 자연스럽게 어린 세대와 청년 세대, 노인 세대가
함께 하는 3세대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능을 통해 세대통합과 관련한 인적 인프라
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관련 강좌가 확대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 같은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통합을 위한 연구･교육을 담당할 허브 기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허브 기관
에서 세대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제공한다면, 세대통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및 학생 모두 학교 교육과정과의 적극적인 연계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 바, 세대통합
교육이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충분치 못하고, 입시 준비로 인해 학생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유 시간을 갖
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교교육과의 연계가 더욱 유효하다. 주지하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
교 진학 준비 및 진로 준비로 인해 학교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실시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는 방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대통합교육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이나 우수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교육기관 담당자들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관심을 갖
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소재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
항을 토로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대통합 관련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허브 기관에서 자료를 축적하여 제공하는 것이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
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보다 수월하게 세대통합 프
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체제에 있어서, 상술한 정책 추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세대 간의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노년층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노년층은 컴퓨터 보유율은 물론 휴대폰, 스마트폰의 보유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대
부분의 정보기기들은 장노년층이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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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기를 개발, 보급하고 또 알뜰폰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기기
구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기기 및 콘텐츠에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보조기기나 인터페이스 개발 등 고령자 친화적인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장노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노년층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같은 맥락
에서 인터넷 이용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활용능력 부족을 들고 있다. 현재 장노년층의 정보화교
육 수요에 비해 교육장이나 강사 등 정보화교육 공급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년층
과 고령층 등 연령별로 신체적 특성이나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서로 상이한 바, 보다 체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장노년층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행정, 경제, 문화영역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교육을 집중적으
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장노년층은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용률
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이용률 및 정보생산과 공유 활동, 온라인 사회참
여 등도 젊은 세대에 비해 매우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장노년층이 생활 속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활용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국내 및 해외의 정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향후에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야
하며, 특히 아날로그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디지털 세대에게 전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적인 세대통합 정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개발･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정보화교육을
받은 장노년층의 일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며, 온라인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장노년층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노년층의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NGO가 보다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IT분야의 유명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고령화문제 해결
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세
대와 아날로그 세대, 그리고 민간기업과 NGO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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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분야에서의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의 가장 큰 갈등은 노년층이 정보기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사소통
이 부족하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아날로그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노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언어 문제를 포함한 디지털 세대의
문화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의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교육은 물론, 스마트폰과
SNS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심화된 전문교육과 자격증 교육, 그리고 그래픽, 영상제작 편
집 등과 같은 특수 SW 활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보다 확대하면서 인문학, 사회학, 예술분야 등에 IT를 활용하는 융합교육도 세대 간의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IT를 매개
로 세대통합을 위한 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세대 간 정보격차해소와 세대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간략히 제시
하였다. 정보사회의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 뒤쳐진 장노년층들이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여 젊은 디지털 세대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제적･사회적인 참여를 촉
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접근 차원은 물론 정보역량 강화나 정보활
용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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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for a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Ⅰ)
-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analysis
Hong, Young-Ran
Kim, Mee-Ran
Choi, Doo-Jin
Hwang, Yeo-Jung
Key words : social cohesion,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tergenerational digital divide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 through compressed economic
growth. Especial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IMF the polarization of wealth has become
more intense a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the advent of the knowledge society and information, the rapid progression of aging,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and the baby boomers has emerged as a national issue,
the problem of generational conflict become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base of the
problem is that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especially witnessed in recent
years has been mainly driven side not ideological and emotional but reveals aspects of
discord competing interests for limited social resources between generations, distribution
and control of the limited opportunities. At this point of view, unlike current approaches
to the production of a conflict that target seniors who are directly involve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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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al measures including the younger generation must be taken. That is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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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l
with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In terms of mitigation and solu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program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particular is likely to emerge as an important social
issues in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By rapid aging and low fertility phenomena, the
multi-generation society that requires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coexistence is
fast approaching, however the strateg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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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by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ocial fairness i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through educ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unit system, consensus and cooperation between generations. In other
words,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intergenerational equity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empathy, compromise, the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Nevertheless, in our society, the learning programs that combine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younger generation are very incomplete and the education system that could
establish relationships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generations are not
available. 'The education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at can increase the capacity of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of diversity through pedagogical approach for all older
generations and younger generations must be done.
Meanwhile, the probability that the information gap through its 'normalization' and
'generalization' may aggravate existing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s growing.
The widening of the digital divide, deepening the gap of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between generations, amplifies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therefor the cultural conflict between analog and digital generation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tensifies economical conflicts in
the distribution of jobs and socio-political conflicts in the communication styles and
behaviors styles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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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ideration of the need of research mentioned above, making plan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for sustainable and stable development of
national society is important. To do so, by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tions, forming a sympathy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oth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trategy to improve information and education system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for sustainable and st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ociety.
The ultimate goal of this three-year research is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information and educ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to derive policy
issues. For this reason,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2013~2015, the specific objectives in
this study to be achieved in each year are as follows.

 First year(2013) : Research for a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Ⅰ) -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analysis
-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information and
education systems, Diagno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Analysis of best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Education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recognition survey analysis, Political implications
of improved information systems

 Second year(2104) : Research for a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Ⅱ) - Future prospects and Development of integration
of next-generation diagnostic tests
- Future prospects and challenge excavation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the
information and education systems, Development of diagnostic tests that can
capture the level of integrity of generation, Education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liminary survey,
Political implications of improve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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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year(2015) : Research for a strategy to improve education -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Ⅲ) - Improvement plan and policy issues
- Practice of main survey through the diagnostic test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deep analysis of results, Education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first and second years' research and diagnostic
test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esentation of improvement plan for
information systems and policy issues
▣ The 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o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discussion
We examined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generational conflict and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for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ts context, including social integration as
a high-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By analyzing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statistical data in the context of aging that provides important background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discussion, and information gap, we tried to build a basic
foundation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discussion.
o Diagnostic of concepts and realities of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o achiev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we examined the concept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impact, the reality and
diagnosed the educational problems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 Eliminating the intergenerational digital divide and Diagnostics of concept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We examined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the concept of the digital divide between
generation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diagnosed problems and realities of the
digital divide in our country.
o Analysis of the political policy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Regarding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we drew an implication on this basis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ed and set up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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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nalysis of best practices of domestic and foreign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Regarding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we analyzed best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we get a suggestion on this basis.

o Survey analysis for the diagno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o examine the recognition level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we conducted a surve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information education, for elderly, program staff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tudents and we analyzed the results

o Political implications of education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improvement
of information systems
Based on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the diagnosis of current situation, the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the analysis of best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the analysis results of recognition
survey, concerning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we extracted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systems.

For the execution of the research described above, we used different methods as follows:
collection and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of best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collecting opinions through the expert council ･ individual interviews, public
opinion research, analysis, policy seminars.

▣ The policy implications

o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Education system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we must use school
education, such as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in community, various infrastructures to
enhance access to generational integrated program. Therefor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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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use the various
lifelong learning facilities. But we need to carry out initiatively the intergenerational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formal education, considering the ripple effect and stable
long-term oper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
Third, the plan to take advantage of retired professionals as human resources of the
work experience program will also be a good way of intergenerational education.
Fourth, in the case of the training program to develop intergenerational education or
provide its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configure the program to interact oriented
experience between generations face-to-face.
Fifth, because the educational program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must be
configured in a variety of contents suitable for different generations, it is necessary to
configure the programs and organize various agencies that are capable to cooperate and we
need to share the knowledge and expertise held together by such a cooperative
relationship.

o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and Information system
First, we must expand a program in which analog and digital generation join together,
especially we need to promote the intergenerational interactive information programs that
could leave the wisdom and experience of the analog generation to the young digital
generation.
Second, beyond the level to take advantage of just computers,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only, we ne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the courses of job creation more
specialized and als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elderly
citizens.
Third, the various integrated inform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ntinued
in collaboration with analog and digital generation, companies, government and NGOs.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mote intergenerational sympathy program to
improve th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o understand the
cultural code of the digital generation, including the issue of language in particular.
Fifth, the fusion education using IT in human literature, sociology, and art program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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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the generations.
Sixth, in order to promote and to produce good results for the effective pan-social
policy of intergenerational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of
promotion, so-called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involving various entities of society
as well as government, schools, private sector and NGO to build a more effici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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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육 분야 고령자용 설문지

의견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견조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세대통합을 이
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신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
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정보
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조사지는 0월 00일까지 이메일 주소(feelmani@kedi.re.kr)로 보내주시거나 현장에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본 조사
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답례품 전달 받으실
주소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영란 드림
문의 : 홍순현(02-3460-0474 / feelmani@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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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20
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자층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세대갈등을 직접 경험하시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다음은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참여해 보신 주요 프로그램 소개,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사항, 참여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2.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3.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프로그램 성공 요인(혹은 좋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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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점 및 개선 사항

□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
◦ 긍정적 효과(성과)

◦ 부정적 효과

3. 세대 간에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서 세대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연장자로서, 세대통합교육이 특히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세대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적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정책적 제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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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②여

2. 연령

① 50대

3. 학력

① 중졸 이하

3. 학력

④ 4년제 대졸

② 60대

③ 70대

② 고졸

④ 80대 이상

③ 전문대졸

⑤ 대학원

4. 직업 (현재 직업 또는 은퇴 전 직업)
가사 (전업주부)

➀

단순 노무직

➁

생산 기능직

➂

판매 및 서비스직

➃

사무직

➄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⑥

전문가, 관리자 및 입법공무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➇

무직

➈

기타(

)

➉

* 답례품 발송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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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분야 교육기관 담당자용 설문지

의 견 조 사 지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수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
견조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세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신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조사지는 0월 00일까지 이메일 주소(feelmani@kedi.re.kr)로 보내주시거나 현장
에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답례품 전달 받으
실 주소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영란 드림
문의 : 홍순현(02-3460-0474 / feelmani@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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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자층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
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세대갈등을 직접 경험하시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다음은 귀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운
영하거나 참여해 보신 주요 프로그램 소개,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사항, 운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주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2.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3.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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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성공 요인(혹은 좋았던 점)

□ 미비점 및 개선 사항

□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
◦ 긍정적 효과(성과)

◦ 부정적 효과

3.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세대통합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또는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전문가로서, 세대통합교육이 특히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향후 평생교육기관에서 어떤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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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께서는 세대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적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정책적 제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2. 연령

① 20대

3. 학력

① 전문대졸

②여
② 30대

③ 40대

② 4년제 대졸

④ 50대 이상
③ 대학원

4. 주요 근무 소재지
① 대도시(서울 또는 광역시)

② 중소도시

5. 지위

① 평생교육기관 근무자

5. 지위

② 교육강사(담당 과목 혹은 내용 :

6. 평생교육기관 근무 경력 혹은 강사 경력 (
7.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사업장 부설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시민사회단체 부설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지식･인력개발 사업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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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읍면지역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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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 발송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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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분야 학생용 설문지

의 견 조 사 지
(학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수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
견조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세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신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조사지는 0월 00일까지 이메일 주소(feelmani@kedi.re.kr)로 보내주시거나 현장
에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답례품 전달 받으
실 주소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영란 드림
문의 : 홍순현(02-3460-0474 / feelmani@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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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자층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
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은 그 동안 젊은 층과 노년층 간의 세대갈등에 관한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학생은 학교의 교과 수업시간에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배웠던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내용
1. 교과목 명 :
- 수업 내용 :
2. 교과목 명 :
- 수업 내용 :
3. 교과목 명 :
- 수업 내용 :

□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관련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

□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관련 수업의 효과 (수업을 통해 변화된 점, 얻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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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참
여해 보신 프로그램 소개,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사항, 참여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2.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3.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프로그램 성공 요인(혹은 좋았던 점)

□ 미비점 및 개선 사항

□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
◦ 긍정적 효과(성과)

◦ 부정적 효과

296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4.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학생은 세대통합교육이 특히 어떤 점에서 필요하며,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어떤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생은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 학교 외 기관

6.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제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②여

2. 재학 중인 학교급
3. 학교 소재지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① 대도시(서울 또는 광역시)

③ 대학교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 답례품 발송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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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분야 고령자용 설문지

의 견 조 사 지
(고령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수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
견조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세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신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조사지는 0월 00일까지 이메일 주소(djchoi@nia.or.kr)로 보내주시거나 현장에
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
니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답례품
전달 받으실 주소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영란 드림
문의 : 최두진(02-3660-2510 / djchoi@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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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자층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
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갈등을 직접 경험하시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디지털 세대(젊은 층과 아날로그 세대(장노년층)과의 세대갈등 경험
(예 : 언어소통의 문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등과 관련된 갈등 등)

2. 다음은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보화 분야와 관련된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
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참여해 보신 주요 프로그램 소개,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사항, 참여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2.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3.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KEDI 299

부록

□ 프로그램 성공 요인(혹은 좋았던 점)

□ 미비점 및 개선 사항

□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
◦ 긍정적 효과(성과)

◦ 부정적 효과

3.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에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서 세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
터와 인터넷 이용능력을 배우는 정보화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정보화
관련 분야의 세대통합교육이 특히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향후 어떤 정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세대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0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ㆍ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

6.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이해 증진과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책적 제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2. 연령

① 50대

3. 학력
3. 학력

① 중졸 이하
④ 4년제 대졸

②여
② 60대

③ 70대

② 고졸
⑤ 대학원

④ 80대 이상

③ 전문대졸

4. 컴퓨터 이용능력

①상

②중

③하

5. 인터넷 이용능역

①상

②중

③하

6. 직업 (현재 직업 또는 은퇴 전 직업)
가사 (전업주부)
단순 노무직
생산 기능직
판매 및 서비스직
사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
전문가, 관리자 및 입법공무원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무직
기타(

)

➀
➁
➂
➃
➄
⑥
⑦
➇
➈
➉

* 답례품 발송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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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분야 교육기관 담당자용 설문지

의 견 조 사 지
(정보교육기관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
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견조사입니
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세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신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조사지는 0월 00일까지 이메일 주소(djchoi@nia.or.kr)로 보내주시거나 현장에서 직
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답례품 전달 받으실
주소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영란 드림
문의 : 최두진(02-3660-2510 / djchoi@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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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자층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
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갈등을 직접 경험하시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디지털 세대(젊은 층과 아날로그 세대(장노년층)과의 세대갈등 경험 내용
(예 : 언어소통의 문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등과 관련된 갈등 등)

2. 다음은 귀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보화 분야와 관련된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에 대한 설문입니다. 운영하거나 참여해 보신 주요 프로그램 소개,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사항, 운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2.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3.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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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성공 요인(혹은 좋았던 점)

□ 미비점 및 개선 사항

□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
◦ 긍정적 효과(성과)

◦ 부정적 효과

3.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에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서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능력을 배우는 정보화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
께서는 장노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또는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화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또는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정보화 관련 교육기관의 전문가로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세대통합교육이 특히 어떤 측면
에서 필요하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향후 정보화 교육
기관에서 어떤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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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께서는 세대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이해 증진과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책적 제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2. 연령

① 20대

3. 학력

① 전문대졸

②여
② 30대

③ 40대

② 4년제 대졸

④ 50대 이상
③ 대학원

4. 주요 근무 소재지
① 대도시(서울 또는 광역시)

② 중소도시

5. 지위

① 교육기관 근무자

5. 지위

② 교육강사(담당 과목 혹은 내용:

6. 교육기관(복지관) 근무 경력 / 혹은 강사 경력 (

③ 읍면지역

)
)년

7. 교육기관(복지관) 유형
* 답례품 발송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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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 분야 학생용 설문지

의 견 조 사 지
(학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
행 중인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견조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세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신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신상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조사지는 0월 00일까지 이메일 주소(djchoi@nia.or.kr)로 보내주시거나 현장에서 직
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 마지막 부분에 답례품 전달
받으실 주소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영란 드림
문의 : 최두진(02-3660-2510 / djchoi@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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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는 연령 및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 중년층, 고령자층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
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용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은 정보화와 관련하여 젊은 층과 노년층 간의 세대갈등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디지털 세대(젊은 층과 아날로그 세대(장노년층)과의 세대갈등 경험
(예 : 언어소통의 문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등과 관련된 갈등 등)

2. 학생은 학교의 교과 수업시간에 정보화사회에서의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에 관한 내용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배웠던 정보화사회에서의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내용
1. 교과목 명 :
- 수업 내용 :

2. 교과목 명 :
- 수업 내용 :

3. 교과목 명 :
- 수업 내용 :

□ 정보화사회에서의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관련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

□ 정보화사회에서의 세대갈등 또는 세대통합 관련 수업의 효과
(수업을 통해 변화된 점, 얻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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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보화와 관련된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
한 설문입니다. 참여해 보신 프로그램 소개, 문제점 및 보완점, 개선사항, 참여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참여해 본 주요 정보화 관련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2.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3.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 프로그램 주요 참여계층 :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프로그램 성공 요인(혹은 좋았던 점)

□ 미비점 및 개선 사항

□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점, 얻은 점 등)
◦ 긍정적 효과(성과)

◦ 부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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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함으로써 세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화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과 장노년층이 함께 하는 정보화교육이 특히 어떤 점에서
필요하며,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생은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보화 교육프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 학교 외 기관

6.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이해 증진과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제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②여

2. 재학 중인 학교급
3. 학교 소재지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① 대도시(서울 또는 광역시)

③ 대학교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 답례품 발송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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