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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

학생 노인을 심으로

이 지 방 희 정†

이화여자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노인과 학생을 상으로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가 연령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하 다. 남녀 학생 64명과 남녀 노인 64명을

상으로 명시 태도검사, 명시 선호도검사와 암묵 연합검사(IAT)를 사용하여, 노인에

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생은 명시 암묵 수 모두에서 은이를 더

선호하는 내집단 선호를 보인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두 수 모두에서 은이를 더 선호하

는 외집단 선호를 보 으나 두 집단 모두에서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성별 연령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에

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명시 수 에서는 노인에 비해 학생들이 노인을 더 선호하고 신

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암묵 수 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노인이 학생보다 노인을

더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학생 이 노인에 비해 노인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노인에 한 태도를 이론 실제 인 측면에서 논의하 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 제한 을 역시 기술하 다.

주요어 : 명시 태도, 암묵 , 태도, 암묵 연합검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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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 없는 빠른 속도

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건강 악화, 역할 상실,

심리 고립 등의 노인이 경험하는 개인 어

려움을 넘어, 노인부양의 문제, 사회보장비용

증가, 노동력 감소 등 보다 거시 인 차원에

서도 범 한 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원 희, 2003).

특히 경로사상이 강조되던 통 가치체계

와 생산성을 시하는 사회의 가치체계

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이러한 노인 문제 뿐 아니라, 노인에 한

이 태도와 고정 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미경, 김정 ,

2008). 즉, ‘효’를 시하는 유교 가치는 여

히 노인에 한 정 인 태도와 노인 공경

의 문화를 부분 으로 지속시켜오고 있다. 하

지만 동시에 산업화에 응하지 못하고 새로

운 가치 수용에 실패한 노인들을 비생산

이고 경직된 존재,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짐’으로 여기며, 이들을 타자화 하는 부정

태도를 함께 가지게 된 것이다(Nelson, 2005).

인간은 나이가 들면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에

연령 범주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확실히 구분

하는 근거로는 약한 연속 범주이다(조혜자, 방

희정,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한

태도를 알아 본 선행 연구들에서, 은이들은

미래의 내집단인 노인에 해 배타 으로 지

각하고, 노인들의 경우에도 내집단인 노인보

다는 외집단인 은이들에게 암묵 으로 더

강한 선호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Levy &

Banaji, 2002; Nosek, Banaji, & Greenwald, 2002).

이러한 외집단 선호 상은 다른 사회 범주

와는 달리 연령 범주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상이다. 이러한 특수 상에 한 탐색은

은이들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인 노인에

한 태도를 자각하고, 건강한 노후를 비하는

것 뿐 아니라, 재를 살아가는 노인 집단이

내집단에 한 태도를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심리 응에 있어서도 정 향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문제에 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

내외에서는 노인에 한 태도 고정 념에

한 연구들이 꾸 히 이루어져왔으나(이재모,

2009; 이 미, 2009; Greenwald, Nosek, & Banaji,

2003), 그 결과들은 다양하 다. 이는 노인에

한 고정되어있는 단일한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연령, 성별, 노인과의 경험, 주

인 노인 연령 등의 다양한 변인들에 따라

노인에 한 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개인․사

회 변인들과 노인에 한 태도 간 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지 까지 행해진 부분의 노인에

한 태도 연구들은 태도 측정을 자기-보고식

검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

회 바람직성과 같은 규범 압력에 의해

노인에 해 의도 으로 더 정 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홍 오, 이훈구, 2001;

Nosek et al., 2002). 이 때문에, 어떤 집단에

한 보다 심층 인 태도를 측정을 해서는 명

시 태도와 암묵 태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나은 , 권 모, 2002;

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령 범주, 특히

편견의 상이 되기 쉬운 노인 집단에 한

명시 암묵 태도 간 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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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의 구분과 측정

어떤 상에 한 태도는 크게 명시 태도

와 암묵 태도의 두 가지 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명시 태도는 직 으로 표

되고,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의식 인 태도

인데 반해, 암묵 태도는 공개 으로 표 되

지 않고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 의한 태도이므

로 의식 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방희정, 노

경란, 정수진, 2010; 안상수, 김혜숙, 안미 ,

2004; 홍 오, 이훈구, 2001; Dovido, Kawakami,

Gaertner, & Hodson, 2002; Greenwald & Banaji,

1995).

동일한 상에 한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는 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다. 두 태도 간의 불일치는 연령, 성,

인종 범주에 한 편견과 같은 사회 으로 민

감한 이슈를 상으로 할 때 더욱 자주 나타

난다. 왜냐하면 편견에 의해 특정 상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사회 으

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 으로 이를

숨기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편견이 없는 사람

으로 지각하여 특정 상에 한 자신의 암묵

인 부정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홍 오, 이훈구, 2001;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2002; Tam, Hewstone,

Harwood, Voci, & Kenworthy, 2006). 이에, 한

상에 한 태도를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명시 태도 측정 외에도, 무의식 이

고 자동 으로 활성화되는 암묵 태도를 함

께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aji,

Baron, Dumham, & Olson, 2007).

두 태도 자체가 가지는 서로 다른 특성처럼,

두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

난다. 먼 명시 태도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주로 측정하는 반면, 암묵 인 태도는

암묵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나 화기법과 같은 덜 의식 인 방법으

로 측정한다. 특히 Greenwald, McGhee와 Schwarts

(1998)가 고안한 IAT는 사회 지식구조도 일

반지식구조와 마찬가지로 개념과 속성들이 연

합강도를 가진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분법 인 사회 범주와

속성들 간 자동 인 연합의 구성과 강도를 측

정하는 도구이다(조혜자, 방희정, 2006). 이러

한 IAT는 상에 한 의식 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을 측정하므로, 암묵 태도를 측

정하는 표 도구로 이용되어오고 있다.

특히 인종(방희정 등, 2010; Greenwald et al.,

1998), 성(안상수 등, 2004), 지역(나은 , 권

모, 2002; 홍 오, 이훈구, 2001), 연령(Nosek et

al., 2002; Tam et al., 2006)과 같은 범주에

한 편견 련 연구들에서 주로 리 사용되어

져 오고 있다. 그 에서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 간의 계를 살펴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두 수 의 태도

간에는 상 이 없거나, 약간의 정 상 은

있으나 두 측정치의 평균 간에 큰 차이를 보

인다. 그 로, 은이-노인의 이름과 얼굴 자

극을 이용한 IAT 연구에서, 가장 어린 연령의

응답자(8-14세)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응답자

(71세 이상)까지 연령에 걸쳐 노인에 한

강한 부정 암묵 태도가 나타난 반면, 명

시 측정에서는 연령 증가와 함께 노인에

한 태도가 차 정 으로 변화하 다

(Greenwald et al., 2003; Nosek, et al., 2002).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 간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한 명시 암

묵 태도를 측정 비교하기 해 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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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보고식 태도 측정 도구와 더불어

연령에 한 IAT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노인에 한 태도 발달

고령화 문제가 두되기 시작하면서, 노인

에 한 태도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

하 다(김윤정, 정선아, 2001; 미경, 김정 ,

2008). 기의 노인 연구들은 주로 노인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강조되었

다. 하지만, 90년 이후에는 노인에 한 태

도가 정 임을 보고한 연구들과 부정 인

태도를 보고한 연구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 미, 2009; 한정란, 2000; Hummert, 1990).

먼 노인에 한 명시 태도를 측정한 선

행 연구들부터 살펴보면, Palmore(1990)는 노인

에 한 부정 고정 념은 생산성을 시하

는 산업사회에 들어서며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한 학생, 학생,

년 각각을 상으로 한 노인에 한 고정 념

연구들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에

해 상 으로 부정 인 이미지나 고정 념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숙, 김수 ,

1999; 이 숙, 2001; Hummert, 1990). 반면, 한

국 청소년들의 노인에 한 인식과 행동 간의

계를 통해 노인에 한 태도를 규명한 김윤

정과 정선아(2001)의 연구에서는 · ·고등학

생 연령에 걸쳐 노인에 한 태도는 비교

정 이라고 보고하 고,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이재모, 2009; 이 미, 2009; Hawkins,

1996). 이처럼 노인에 한 명시 태도에

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노인에 한 태도가 성별이나 연령별 발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연구들도

있었다. 먼 성차가 나타난 연구들을 살펴보

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해 더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이 보고되었다. 반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

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해 더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이

미, 2009; 한정란, 2000). 이 듯 노인에 한

태도 간에 성차에서도 연구들 간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연령차가 나타난 연구들에

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한 명

시 태도가 더 정 으로 변화한다고 주장

한 연구(이 미, 2009)와 함께, 년층이 청년

층에 비해 노인에 한 태도가 더 정 이

라고 보고한 연구 역시 있었다(이 숙, 2001;

Hummert, Garstka, Shaner, & Strahm, 1994:

Hummert, 1999에서 재인용). 그와 반 로, 청

소년기로 어들면서 노인에 한 인식과 태

도가 차 부정 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노인에 한 태도가 가

장 부정 임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이선자,

1989), 연령 별 노인에 한 태도 연구에서도

역시 하나의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노인에 한 암묵 태도 연구는 명

시 태도연구에 비하여 하게 부족한 편

이다. 지 까지 실시된 노인에 한 암묵

태도 련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연령에

걸쳐 노인에 한 암묵 태도가 부정 인 것

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8세-71세의 실험

참가자들을 상으로 한 IAT 연구에서, 연

령에 걸쳐 노인에 해 일 으로 부정 인

암묵 태도가 나타났다(Greenwald et al., 2003;

Nosek et al., 2002). 노인과 련된 단어나 사

진 자극을 이용한 다른 IAT 연구에서도

20-30 은이와 학생들은 일 으로 노

인에 해 자동 으로 활성화된 부정 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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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보 고, IAT 효과크기를 통해 알아 본

노인에 한 부정 인 태도 정도 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Castelli, Arcuri, & Zogmaister,

2003; Castelli, Zecchini, Deamicis, & Sherman,

2005; Tam et al, 2006). 다른 연구에서는 노

인에 한 암묵 태도가 실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노인 실험 참가자에게

노인에 한 부정 인 고정 념을 암묵 인

수 에서 활성화 시킨 후, 기억과제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기억에 한 수행, 자기 효능

감, 노화에 한 태도가 더욱 나빠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Abrams, Eller, & Bryant, 2006; Levy,

1996).

종합해 볼 때, 명시 수 에서, 노인에

한 태도는 단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

령, 성별 등의 변인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

며, 연구 결과 간의 일 방향성도 나타나

지 않았다. 이에 더해, 암묵 태도를 측정한

검사 결과, 연령에 걸쳐서 노인에 해 부

정 으로 지각하고, 특히 노인이 스스로에

한 편견을 가질 경우에 이 후의 실질 인 인

지 수행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

생 노인을 상으로 명시 암묵 태

도를 측정함으로써, 성별 연령에 따른 노

인에 한 두 태도 간의 계를 통합 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연령에 한 태도의 특수성

최근 들어 성, 인종과 같은 범주에서 나타

나는 내집단에 한 선호와 외집단 편견을 자

기 범주화 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통합시

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먼 자기 범주화 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Nesdale, 1999에서 재

인용)에 따르면, 어떤 상에 한 범주화는

제한된 인간의 인지능력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그 상 범주와 련된 사회 인 의미내용과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범주화 처리는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범주와 련된 고정 념을 용하도

록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조혜자, 방희정,

2006; Macrae & Bodenhausen, 2001).

한편,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인간이 정

자기정체성을 추구하고자하므로, 자신이

속한 범주인 내집단 사람들에 해서는 우호

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집단으로 지각하면서 비우호

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았다(Taifel & Turner,

1979). 한 내집단에서는 개개인의 개성과 특

성을 인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데 반해, 외

집단에게는 개개인이 가지는 특수성보다는 외

집단 체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특성

을 과잉일반화함으로써, 편견과 고정 념을

용할 가능성 높다고 보았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단일한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차원 내의 여러 범주에 속하여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고양시켜주

는 지배집단에 속할 수는 없으며, 상 으로

종속 인 집단에 속하게 되어 불만족감을 느

낄 수 있다. 이 듯 자기가 속한 집단에 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인간은 자신의

내집단 신 더 정 인 다른 집단에 속하고

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 범주화는 인

간이 ‘우리’와 ‘그들’을 나 는 기능을 하게

하는 동시에 이후 정보 처리에 향을 미치며,

인간은 자기에 해 정 인 정체성을 추구

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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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사회 범주화 하는 것만으로도 내집단 선

호와 외집단 편견이 생길 수 있다(Mackie &

Hamilton, 1993: 조혜자, 방희정, 2006에서 재인

용). 를 들어, 성별 범주에 한 암묵 태

도 실험 결과, 자신을 여성으로 자기 범주화

한 여성의 경우,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여성

에 한 암묵 인 부정 인 고정 념을 인식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여성이라

는 자신의 내집단에 해서는 암묵 으로 강

한 정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y & Banaji, 2002). 그러나 연령이라는 사회

범주에 한 태도에서는 이러한 내집단 선

호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IAT를 통해 암묵 연령 정체성과 연령에

한 태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 노인 실험 참가

자들은 암묵 인 수 에서 은 실험 참가자

들만큼 강하게 자신을 은이 범주에 범주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 졌다(Nosek et

al., 2002). 구체 으로, 노인들은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는 노인에 해 더 정 이라는 내

집단 선호를 보고하지만, 암묵 인 수 에서

는 음을 더 선호하는 암묵 외집단 선호를

보임으로써, 스스로를 노인보다는 은이에

정체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암묵 외

집단 선호 상은 결국 노인이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는 가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 이러한 상은 종교, 성, 인종과 같은 다

른 범주 연구와는 조되어 나타나는 연령 범

주에서만의 특수한 상이다(Greenwald et al.,

2002; Levy & Banaji, 2002). 연령 범주에서만

나타나는 이러한 노인의 외집단 선호 상을

개인 인 심리 요인을 통해 설명하기 하

여 Nelson(2005)은 노인과 노화에 한 부정

태도가 자기(self)-보호 이기 때문이라는 기능

근을 주장하 다. 즉, 음을 이상화하는

문화 속에서, 부정 으로 지각되는 노화

를 자기(self)와 연결시키는 것이 정 인 자

기를 형성하는데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내집단화하는 것이 노인에 한 부정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령 범주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측

정하기 하여 연령에 한 명시 암묵

태도 실험이 국내에서는 무한 실정이므로,

경험 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노인에 한 태도와 노인과의 경험 간 계

Allport(1979)는 어떤 집단에 한 경험

은 집단 상호간 계를 향상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특히 어떤

집단과의 정 경험이 많을수록, 그 집

단에 한 태도가 정 이 되고, 편견은

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Herek &

Capitanio, 1996; Pettigrew, 1998). 이러한

가설의 정 효과는 노인집단과의 경

험에서도 용될 수 있는데, 노인과의 직

인 경험이 노인에 해 가지고 있는 불

명확한 인식을 일 수 있고, 이는 노인에

한 정 태도와 더불어, 자신의 노화에

해서도 더 정 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집단과 외집단 간 상호 의 질이 정

일수록, 외집단에 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결국 외집단에 한 정

태도를 일반화시키게 되면서, 외집단에 한

편견이 감소된다는 주장도 있다(Gaertner &

Dovidio, 2000; Pettigrew, 1998). 이 맥락에서 노

인과의 을 선호하는 정도와 같은 의

질이 노인에 한 태도에 더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제기되었는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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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단과 노인 집단 간의 정 인 은

노인에 한 따른 편견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노인에 한 정 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Abrams et al., 2006; Schwartz &

Simmons, 2001). 한 어떤 상에 한 정

경험이 많을수록, 그 상을 정

인 것과 연합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

구들이 등장함에 따라(Zajonc, 1968: Bornstein,

1989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험의 질이 어

떤 상에 한 명시 태도 뿐 아니라, 암묵

태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를 들어, Dasgupta와 Greenwald

(2001)의 연구에서는 IAT를 통해 테 사 수녀

와 같은 정 인 노인 상에 단순히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에 한 암묵

편견이 감소되었고, 노인과 련된 단어와

정 개념의 단어를 으로 연합하여 이에 노

출시키는 것이 노인에 한 편견을 이는데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Karpinski

& Hilton, 2001). 이는 노인에 한 편견이 노

인에 한 의 양과 질에 따라 명시 수

에서뿐 아니라 암묵 수 에서도 증가 혹

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과의 경험이 노인에 한

정 혹은 부정 태도 형성에 실제 인

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단순한 빈도를

넘어 노인과의 상호 의 질이 노인에 한

태도에 더 큰 향을 수 있는지를 경험

으로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연구문제

1. 학생과 노인은 연령집단에 해 명시

암묵 수 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일 것인가?

2. 명시 암묵 수 에서, 노인에 한

태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인가?

3. 노인에 한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

는 서로 계가 있을 것인가?

3-1. 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는 서로 계가 있을 것인가?

3-2.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는 서로 계가 있을 것인가?

4.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는 개

인의 심리 특성과 어떤 계가 있을 것인가?

4-1. 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한 태도는

노인과의 경험의 빈도와 의 질과

련이 있을 것인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J노인종합복지 과 종교기

에 방문하는 남녀 노인 66명과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 68명을 상

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총 134명

질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미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남녀 노인

64명(남자 32명, 여자 32명)과 남녀 학생 64

명(남자 32명, 여자 32명)이 참여하 다. 연구

상의 연령범 는 학생은 19-29세., 노인은

65-86세 고, 평균연령(표 편차)은 학생의

경우 23.60세(2.55), 노인의 경우에는 71.07세

(5.22) 다.

실험 참가는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참

가자에 한해 개별 으로 실시되었고, 모든 실

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례품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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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노인에 한 암묵 수 에서

의 태도는 암묵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암묵 선호도로 측정했고,

노인에 한 명시 수 에서의 태도는 암묵

선호도에서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나이

듦- 음에 한 명시 선호도와 함께 노인

에 한 호감도, 신뢰도, 친구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로 구성된 명시 태도로 측

정되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암묵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는 나이 듦- 음에 한 상

선호도를 알아보기 해 Greenwald, McGhee와

Schwarts(1998)가 개발한 암묵 연합 검사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한 컴퓨터

실험을 실시하 다. IAT는 이분화된 표 범

주와 /부정과 같은 속성 범주를 연합시키는

과제이다. 더 강하게 연합된 일수록, 자동

으로 이에 해 더 쉽고 빠르게 응답할 것이

라고 가정하 고, 이러한 연합의 구성과 강도

를 반응지연시간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를 들어, 연령(나이 듦- 음)IAT에서 ‘ 음’이

라는 표 범주와 ‘ 정’'이라는 속성범주를

연합하는 반응시간이 ‘나이 듦’을 ‘ 정’과 연

합시키는 반응시간보다 빠르다면, 사람들은

나이 듦보다 음을 암묵 으로 선호함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AT는

Millisecond사(www.millisecond.com)가 제공하는

Inquisit 3.0 로그램을 이용하 고, Greenwald

외(1998)가 제작한 IAT검사의 syntax를 수정하

여, 연령 (나이 듦- 음) IAT를 제작하 다.

표 범주와 속성범주. 나이 듦- 음에

한 상 인 암묵 선호도를 측정하기 해

서 표 범주는 남녀 노인과 은이의 사진 자

극으로 구성되었고, 속성범주는 정 단어/부

정 단어 자극들로 구성되었다. 표 자극으로

쓰인 사진들은 사진 제공자의 동의하에 노인

과 은이의 사진을 남녀별로 총 3장씩 선정

하 다. 나이 듦- 음에 한 선호도 선택 시,

연령 차이보다는 표 자극에 한 호감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선호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제하기 해서 심리학

을 공하는 학원생 15명에게 사진자극들에

한 호감도를 조사하여, 호감도에서 두드러

진 차이를 보이는 얼굴 사진은 제거하 다.

상기한 실험 자극 사진의 는 그림 1에 제시

하 다.

그림 1. 나이 든 사진- 은 사진 자극

속성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들은 정 개념의

속성 자극(기쁨, 사랑, 평화, 훌륭함, 즐거움,

)과 부정 개념의 속성 자극(상처, 무서

운, 끔찍한, 추잡한, 사악함, 지독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속성자극들은 Greenwald 등

(1998)이 제작한 IAT에서 사용된 /부정 단어

들 일부를 번역하 으며, 이 에서

한국어의 어휘 빈도(서상규, 1998)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어 목록을 선정하 다.

차. IAT는 총 7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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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의 서로 다른 범주 자극들을 두 개의

반응키(D(ㅇ), K(ㅏ)키)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실험이다. 모든 실험 단계에 걸쳐 실험에 사

용된 컴퓨터 화면 상단의 오른쪽과 왼쪽 각각

에 범주명이 제시되어 있고, 이와 련된 사

진이나 단어 자극이 하나씩 화면 가운데에 제

시되며, 각 자극들은 하나의 범주에만 포함되

도록 설정하 다. 이 게 화면 앙에 나타난

자극이 왼쪽 범주에 속하면 D키를, 오른쪽 범

주에 속하면 K키를 러 구분하도록 설정하

다. 1단계는 표 범주인 나이 듦/ 음의 사진

자극들을 변별하는 과제이고, 2단계는 속성

범주인 정/부정 단어 자극을 구분하는 연습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0회기가 실시

되었다. 3단계는 표 범주와 속성 범주를 조

합하여 제시되는 자극에 따라 분류하는 조합

과제로 20회기로 구성된 연습단계이고, 4단계

는 3단계와 과제는 동일하되, 40회기로 구성

된 실 단계이다. 5단계는 화면 상단에 제시

된 표 범주의 좌우 치를 바꾸어 실시하는

역변별 하는 연습단계로 20회기로 구성되었다.

6단계는 3단계와 동일한 조합 과제이나, 5단

계에서 제시된 바 범주명의 치에 따라 분

류하는 역조합과제로 20회기로 구성된 연습단

계이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6단계와 동일한

과제이나, 40회기로 구성된 실 단계이다. 각

단계의 첫 번째 시행은 비시행으로 분석에

포함되지 않고, 오반응에 해서는 빨강색 ‘X’

표시가 나타나며 이를 정답으로 정정을 해야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로그램화 되어

있다. 한 IAT 는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이기 해 피험자별로 제시 순서가 역균형

화되도록 로그램화되어있다. 표 1에서 IAT

의 차에 해 요약하 다.

명시 선호도 검사

IAT에서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은-나이

든 사진을 사용하여 둘 씩 짝을 지어 만든 사

진 문항을 실험 참가자에게 제시하 다. 참

가자들에게 “두 사진 구를 더 선호하는

가?”라는 질문을 한 후, 둘 의 하나를 선택

하여 답지에 도록 했다. 선호도 수가 제

로 (‘0’) 수보다 낮을수록 음에 한 상

선호도가 높고, 제로 수보다 높을수록

나이 듦에 한 선호가 상 으로 높다고 해

석된다. 즉, 선호도가 제로 수보다 작을수록

단계 시행 횟수 기능 왼쪽 반응키에 할당된 항목 오른쪽 반응키에 할당된 항목

1 20 연습 나이 든 사진 은 사진

2 20 연습 정 단어 부정 단어

3 20 연습 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부정단어 + 은 사진

4 40 실 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부정단어 + 은 사진

5 20 연습 은 사진 나이 든 사진

6 20 연습 정 단어 + 은 사진 부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7 40 실 정 단어 + 은 사진 부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Greenwald et al., 2003, p.198의 그림에 나이 듦- 음에 한 IAT를 입시킴

표 1. 나이 듦- 음에 한 IAT 시행 차와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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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듦에 한 비선호와 음에 한 선호가

강함을 의미한다. 사진의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이기 해서 사진의 조합은 2가지의

형식으로 만들어 제시하 다.

명시 태도검사(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

노인에 한 명시 태도는 김혜숙(2007)과

방희정 등(2010)의 소수집단에 한 태도 질문

지를 바탕으로 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도를 Likert식

5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 다. 각 수들이

높을수록, 노인에 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

고 싶은 정도/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태도는 단일 문항으

로 구성되고, 호감도는 “나는 노인을 좋아한

다”, 신뢰도는 “나는 노인을 신뢰한다”, 친구

삼고 싶은 정도는 “나는 노인과 진정한 친구

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내집단에 포함

정도는 “나는 노인을 나의 집단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의 질문에 해 평정하는

것이다.

노인과의 빈도 의 질 질문지

노인과의 빈도와 질은 학생에게만

실시되었다. 빈도는 노인과의 직

하는 빈도에 해 7 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 의 질은 Tam 등(2006)이 만든 3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 다. 의 질 질문의 로

는 “노인과 잘 어울려 지내시는 편입니까?”,

“노인을 친 하게 느끼시는 편입니까?”와 같

은 문항을 들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노

인과의 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원 도

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79 다.

연구 차

본 연구의 실험참가자들은 한 세트의 나이

듦- 음 IAT와 명시 검사 질문지를 수행하

다. IAT 실험은 별도로 마련된 조용하고 독

립된 공간에서 실험 참가자와 연구자 간 일

일로 개별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도착

하면 로그램이 설치된 15.6인치의 HP 노트

북 컴퓨터 앞에 앉도록 하 으며, 컴퓨터와

참가자 간 거리는 일정하게 고정하 다. 연구

자는 구조화된 로토콜을 통해 참가자에게

IAT 실험 방법에 한 간단한 설명을 하 고,

과제를 숙달시키기 해 연습시행을 실시하

다. 그 다음으로 IAT 실험과 함께 명시 검

사 질문지를 수행하 고, IAT와 명시 검사

질문지의 제시 순서 효과를 방지하기 하여,

IAT와 명시 검사 질문지의 수행 순서를 참

가자별로 역균형화시켰다. 참가자가 모든 검

사를 마치면 연구 목 과 실험결과에 한

반 인 설명이 제공되었고, 원하는 참가자에

한 해 실험에 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실험을 종결하 다.

자료 분석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실험 참가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학생과 노인이 연령집단(나이 듦-

음)에 해 명시 암묵 수 에서 내집

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 노인에 한 암묵 선호도 수, 명시

선호도 수를 연령 집단별로 비교하 다.

셋째, 암묵 선호도, 명시 선호도 명

시 태도 수는 아래와 같은 차를 통해

산출되었다. 먼 IAT 검사에서 산출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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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는 D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사용

하 는데, 이는 평균반응시간에서 최 의 조

합과제의 평균반응시간을 뺀 차이 값을 각 단

계의 표 편차로 나 어 얻어진 값을 의미한

다(Greenwald et al., 2003). 이러한 암묵 선호

도 수는 제로 수 미만인 경우에는 기

집단에 한 비선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인에 한 암묵

수가 제로 수보다 낮을수록 음에 한 선

호가 강하고 나이 듦에 한 비선호가 강한

것으로, 제로 수보다 높을수록 나이 듦에

한 선호가 강하고 음에 한 비선호가 강

한 것으로 해석된다.

IAT와 비되는 명시 선호도 검사의 결과

를 산출하기 해서는 먼 둘 씩 짝 지워진

사진 상 으로 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

한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하 다. 이 후, 이

수와 IAT의 D 수가 비될 수 있도록 하기

해 각 수에서 평균 수인 50(%) 을 감하

다(Dunham, Baron, & Banaji, 2007). 이러한

명시 선호도 수 역시 암묵 선호도 수

와 마찬가지로 제로 수 미만인 경우에는 기

집단에 한 비선호 태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해석하며, 해석 방식 역시 암묵 선호

도 해석 방식과 동일하다.

명시 태도 검사에서는 노인에 한 호감

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포

함하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기 해 각각 5

평정척도를 사용하 다.

넷째, 연령 성별에 따른 노인에 한 명

시 암묵 수 에서의 태도 차이를 알아

보기 해, 노인에 한 명시 암묵 선

호도를 연령 성별에 따라 각각 이원 분산

분석하 고, 노인에 한 명시 태도는 연령

성별에 따라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노인에 한 암묵 명시 태

도 간 상 을 알아보기 해 학생과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한 명시 태도, 명시

암묵 선호도 간 상 분석을 연령별로 실

시하 다.

여섯째, 학생이 경험한 노인과의 빈

도 의 질과 노인에 한 명시 태도

와 명시 선호도 수 암묵 태도 수

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결 과

연령에 따른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 여부

연령에 따라 명시 암묵 수 에서 내

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타 으로 지각

하는 외집단 편견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각 변인에 한 연령별 명시 선호도

암묵 태도 수를 살펴보았다(표 2). 먼

학생의 경우, 명시 선호도(M=-.14) 암묵

선호도(M=-.84)에서 내집단인 은이에

한 선호와 외집단인 노인에 한 상 인 비

선호가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명시

선호도(M=-.29) 암묵 선호도(M=-.86)

모두에서 은이를 더 선호하는 외집단 선호

와 내집단에 한 상 비선호가 나타났다.

명시 암묵 태도 비교

연령 성별에 따른 명시 태도 비교

연령 성별에 따른 노인에 한 명시

태도(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내집

단 포함 정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연령 성별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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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인 노인에 한 명시 태도에서 연

령에 의한 주효과만 유의미하 다(Pillais= .22,

p<.001). 즉, 종속변인인 노인에 한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에

서 연령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미하 다. 이에

따라 어떤 종속 변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해 단변량 F 값을 확인하 다.

연령. 독립변인으로 연령을 투입한 결과,

노인에 한 신뢰도에서만 연령 차이가 발생

하 다(F(3,124)=11.51, p<.01). 구체 으로는

학생(M=3.69)이 노인(M=3.22)에 비해 노인

에 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연령 성별에 따른 명시 선호도 비교

노인에 한 명시 선호도를 알아보기

해 연령 성별에 따른 이원 분산 분석을 시

행하 다. 그 결과, 노인에 한 명시 선호

도에서 연령(F(3,124)=13.90, p <.001)과 성별

(F(3,124)=11.36, p<.01)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했다(F(3,124)=5.52, p<.05). 연

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해 구체 으로 살

펴보면, 여자 학생(M=-.02)인 경우, 노인에

한 상 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

다. 추가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

펴보았다. 먼 성별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

과, 여자인 경우에만 학생과 노인 간의 노

인에 한 명시 선호도에서의 차이가 나타

났다.(F(1,62)=16.94, p<.001). 자세하게는 여자

학생(M=-.02)이 여자 노인(M=-.27)에 비해

-0.4

-0.3

-0.2

-0.1

0.0

0.1

남자 여자

별

대학생

노인

그림 2. 연령 성별에 따른 노인에 한 명시

선호도의 상호작용 효과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

명시

선호도

암묵

선호도

집단 성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학

생

남 3.38(.61) 3.81(.64) 3.41(.80) 3.38(.87) -.26(.22) -.92(.25)

여 3.19(.78) 3.56(.76) 3.31(.93) 3.56(.84) -.02(.24) -.79(.38)

체 3.28(.70) 3.69(.71) 3.36(.86) 3.47(.85) -14(.27) -.84(.26)

노

인

남 3.09(.82) 3.22(.83) 3.75(.62) 3.90(.53) -.31(.22) -.76(.36)

여 2.97(90) 3.22(.87) 3.63(.87) 3.63(.87) -.27(.24) -.94(.33)

체 3.03(.85) 3.22(.84) 3.69(.75) 3.77(.73) -.29(.23) -.86(.35)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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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해 상 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연령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학생 집단에서만 노인에 한 명시

선호도에서의 성차가 나타났으며(F(1,62)=

16.77, p<.001), 여자 학생(M=-.02)이 남자 학

생 (M=-.26)에 비해 명시 수 에서 노인을

상 으로 더 선호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에 따른 암묵 태도 비교

노인에 한 암묵 선호도를 알아보기

해 연령 성별로 이원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노인에 한 암묵 선호도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3,124)=8.58, p<.01). 구체 으로는 남자노인

(M=-.76)인 경우, 노인에 한 상 인 선호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그

림 3에 도표로 제시하 다.

추가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았는데, 먼

성별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성(F(1,62)=

4.15, p<.05)과 여성(F(1,62)=4.45, p<.05) 모두

에서 학생과 노인 간의 노인에 한 암묵

선호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하게는

남자의 경우에는 노인(M=-.76)이 학생(M=

-.92)에 비하여 암묵 인 수 에서 노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에

는 노인(M=-.94)이 학생(M=-.79)에 비해 노

인을 상 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한 연령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학생 집단에서만 노인에 한 암묵 선호도

에서의 성차가 나타났으며(F(1,62)=6.46, p<

.05), 여자 학생(M=-.79)이 남자 학생(M=

-.92)에 비해 암묵 수 에서 노인을 상

으로 더 선호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 간

상

연령별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

간 상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먼

학생의 경우, 노인에 한 명시 태도

내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 이 있는 반면,

노인에 한 명시 태도와 명시 선호도,

암묵 선호도 간에도 유의한 상 은 나타나

지 않았다.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에 한 명

시 태도 내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 이

나타난 반면, 명시 태도와 노인에 한 명

시 암묵 선호도 간에는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 암묵 태도와 개인의 심리 특성

의 계

노인에 한 태도와 경험 간 상

학생을 상으로 노인에 한 빈도

질과 노인에 한 명시 암묵 선호

도, 노인에 한 명시 태도 간의 상 분석

한 결과. 먼 노인과의 빈도는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와 유의미한 상

-1

-0.92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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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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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 성별에 따른 노인에 한 암묵

선호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204 -

이 없었다. 반면, 노인과의 의 질은 노인

에 한 명시 태도 호감도(r=.54, p<.01),

신뢰도(r=.34, p<.01), 친구삼고 싶은 정도

(r=.42, p<.01),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도

(r=.25, p<.05) 모두에서 정 상 을 보 다.

즉, 노인과의 의 질이 좋을수록 노인에

한 명시 태도가 더 정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과의 의 질과 노인에

한 명시 선호도와 암묵 태도 간 상 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생과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

에 한 명시 태도, 명시 암묵 선호

도를 알아보고, 연령 성별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에서의 차이를 확인하며, 노인에

한 태도가 노인과의 경험과 같은 개인․

사회 변인 간에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기 해 시행되었다.

연령 집단에 따른 내집단/외집단 편견

각 변인에 한 연령별 명시 선호도

암묵 태도 수를 살펴 본 결과, 학생의

경우, 명시 암묵 선호도 모두에서 내

집단인 은이에 한 선호와 외집단인 노인

에 한 상 인 비선호가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에는 명시 암묵 선호도 모두에서

은이를 더 선호하는 외집단 선호와 내집단

인 노인에 한 상 비선호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연령 범주에 한

암묵 자기 범주화를 측정한 조혜자와 방희

정(2006)의 연구와 8-71세를 상으로 연령에

한 암묵 태도를 측정한 Nosek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이

명시 태도
명시

선호도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

학생

(N=64)

신뢰도 .34**

친구 삼는 정도 .49** .32*

내집단 포함 정도 .36** .35** .24*

명시 선호도 .15 .02 .10 .09

암묵 선호도 .11 .25* .12 .20 -.22

노인

(N=64)

신뢰도 .50**

친구 삼는 정도 .34** .36**

내집단 포함 정도 .27* .34* .47**

명시 선호도 .11 .23 .08 .04

암묵 선호도 -.01 .14 -.0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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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령별 노인에 한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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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성별, 종교와 같은 사회 범주에서는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 해 더 강한 선호를

보이지만, 연령 범주에서는 이러한 내집단 선

호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Levy와 Banaji

(2002)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에서 연령 범주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확실히

구분하는 근거로는 약한 연속 범주(조혜자, 방

희정, 2006)임에도 불구하고, 은이들은 미래

의 내집단인 노인에 해 배타 으로 지각하

고, 노인들은 어도 암묵 수 에서는 노인

에 한 부정 인 태도와 신념을 가짐으로써,

상 으로 은이라는 외집단에 한 선호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Greenwald et al., 2003;

Levy & Banaji, 2002). 이러한 노인의 외집단 선

호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른 사회 범주

와는 달리 연령 범주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상이며, 이러한 상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정 인 것과 연결시키

려고 하는 자기 정성에 의한 자동 인 반응

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인

에 한 이미지는 부정 이므로, 학생 뿐

아니라 노인 역시 노인이라는 부정 인 집단

보다는 상 으로 정 인 은이 집단을

더욱 선호하고, 노인에 해 탈 동일시하는

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조혜자, 방희정,

2004).

두 번째로 이를 자기(self) 을 거부하는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Edwards & Wetzler,

1998: Nelson, 2005에서 재인용; Synder & Meine,

1994). 자기 정성 추구와는 별개로 재 연구

에서 학생들과 같은 은이들이 은 집단

을 내집단으로 간주하고 나이든 집단을 외집

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더

구나 의 은이들은 사회에 만연하는 노

화에 한 부정 인 고정 념을 내재화하게

만드는 상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지게 된 노인에 한 개념은 부정 일 가능

성이 높고, 이러한 부정 으로 인지된 노인을

내집단으로 자기 범주화하는 것은 자기에게

일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미래의 자

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외집단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은 노인 로 은

시 부터 노인에 한 부정 인 사회화 과정

을 지속해오면서, 정작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노인이라는 내집단에게 가해지는 부정

인 고정 념에 해 스스로를 방어할 기제를

계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취약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에 한 하나의

처양식으로써, 가능한 한 자신을 노인으로

정체화 하여 내집단화 하는 시기를 늦추고,

은이를 주 으로 내집단화함으로써, 은

이들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가능

성이 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인

미래의 모습인 노인을 외집단화 하여 부정

으로 지각하게 되고,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부

정 인 고정 념이 내재된 노인과 노화와

련된 것들을 자신과 연결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외집단인 은이들을 더욱 선호할 수 있다(조

혜자, 방희정, 2006). 하지만 아직 노인이 내집

단인 노인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노인이 자신

을 노인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은이로 주

으로 내집단화한다는 입장은 가설 수 으

로, 노인의 주 범주화와 이것이 노인 집

단에서 노인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추후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두 집단에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러

한 노인에 한 비선호는, 노인에 한 부정

인 태도를 회피하여, 이를 직면할 기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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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일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한 노후를 한 처기제를 계발하지 못

한다는 에서도 미 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령범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

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은이와 노인 집단

에게 이에 따른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의 경우, 스스로를 노인 집단으로 포함시

키면서도 노인에 한 정성을 체험함으로써,

노인 집단을 넘어 자신에 한 정성을 가지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은이들도 미

래의 자신의 모습인 노인에 해 배타 으로

지각하지 않고, 노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

아들임으로써, 스스로의 노후 비 뿐 아니라,

노인들에 한 부양의 측면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성별에 따른 의식 태도, 명시

암묵 선호도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에서의

성차 연령차를 알아본 결과, 노인에 한

명시 태도에서는 신뢰도에서만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 더 자세하게는 학생이 노인에 비

해 노인에 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에 한 명시 선호도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고, 특히, 남자

노인이 노인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

에 해 더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어, 노인

에 한 태도에 서 성차가 나타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에 한 태도가 부정 으

로 변화한다는 이선자(1989)의 연구와 일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사회 생산성을 강조하여 왔기 때

문에, 남성이 상 으로 산업사회에서 요구

하는 생산성이 낮은 남자 노인에 해 더욱

부정 으로 지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노인이 학생에 비해 노인에

한 명시 태도가 부정 인 이유를 Hummert

(1999)가 주장한 발달학 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는 노화에 한 인지 도식은 개인

이 경험해온 노화 경험에 향을 받는다고 주

장하 다. 특히 직 노화의 과정을 경험

인 노인은 다양한 노화의 경험을 통해 노인과

노화에 한 자신의 인지 도식을 수정․확

함으로써, 학생보다 복잡한 노인에 한 인

지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노화 과정이 사회 으로 부정 으로

지각되어 왔고, 노화는 신체 , 인지 측면에

서의 실질 상실을 포함함을 감안할 때, 노

인이 경험해 온 노화 경험에는 부정 측면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결국 노인

이 지각한 노인에 한 복잡한 인지구조 역시

부정 일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에 한 암묵 선호도에서는 연

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 남자 노

인이 암묵 수 에서 노인에 해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시 선호도와

는 다른 양상의 결과 다. 이 듯, 노인에

한 태도에서의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보는 것

은 이후 노인에 한 태도 개선을 해서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개입방법이 효과 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데 매우 요할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에 한 암묵

명시 태도에서의 성차와 연령차를 뒷받

침할 만한 선행연구의 부족과 은 실험참가

자 수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제한

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수와 연령별 세분화된

집단을 통해 노인에 한 태도에서의 성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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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노인에 한 명시 태도, 노인에

한 명시 암묵 선호도 간의 련성

분석 결과, 학생 집단과 노인 집단 각각에

서 모두 노인에 한 명시 태도 내 변인 간

에는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지만, 노인에

한 암묵 선호와 명시 선호 간에는 유의

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8-71세까지의 연령에 걸쳐 노인에 한 명

시 태도와 암묵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난

다는 Nosek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성, 연령, 인종과 같은 편견에 취약한

범주에 한 명시 암묵 태도가 사회

바람직성 등의 이유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나은

, 권 모, 2002; 안상수 등, 2004; 홍 오, 이

훈구, 2001). 이러한 노인에 한 태도 간 차

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사회 바람직성

과 자신이 어떠한 암묵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 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한 부정

편견을 명시 으로 보고하는 것은 스스로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숨기

기 해, 명시 으로는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인에 해 보다 정 인 응답을

할 수 있지만, 의식 인 통제가 불가능한 암

묵 태도를 측정할 때는 보다 솔직한 노인에

한 부정 태도가 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를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

각하기 때문에, 노인 집단에 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암묵 인 부정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이를 명시 으로 보고하지 못 할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통 경로사상과 생

산성을 시하는 가치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스스로를 노인에 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그 기 에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노인에 한 부정 고

정 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노인에 한 명시 태도에서는 자

신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한 암묵 부정성

을 보고할 수 없으므로 노인에 해 정 으

로 보고하지만, 자동 이고 무의식 인 반응

으로 나타나는 암묵 태도 측정에서는 이러

한 부정성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두 태도 간

에 차이를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 노인에 한 태도와 명시 선호도 간

의 유의한 차이 역시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

면 측정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사회 바람직

성의 향력이 다르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

다. 노인에 한 명시 태도는 5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지만, 노인에 한 선호도

검사는 나이 든 사진과 은 사진 자신이

선호하는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분법

방식이었다. 따라서 비교의 상이 있고, 양분

인 노인에 한 선호도 검사에 비해 비교의

상이 없는 연속성 상의 명시 태도에 사회

바람직성의 향이 더 컸을 수 있다. 즉, 노

인에 한 명시 태도가 선호도에 비해 솔직

하게 표 되지 못 했을 수 있겠고, 이로 인해

노인에 한 명시 태도와 선호도 간의 유의

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명시 태도, 명시 암묵 선호도와

개인의 심리 특성의 계

노인에 한 태도와 계있는 변인으로써

노인과의 빈도와 의 질을 측정한 결

과, 노인과의 빈도는 노인에 한 태도

와 유의미한 상 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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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의 질은 노인에 한 명시 태도와

정 상 이 나타났다. 즉, 노인과의 의

빈도에 계없이, 노인과의 의 질이 명시

수 에서의 호감도, 신뢰도, 노인을 친구

삼고 싶은 정도와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

도와 유의하게 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

인과의 선호도와 같은 의 질이 노

인에 한 태도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고한 Abrams 등(2006)과 Schwartz와

Simmons(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빈도는 노인에 한 암묵 태도와 련이 있

고, 의 질은 노인에 한 명시 태도와

정 상 을 보인다고 주장한 Tam 등(2006)의

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 하지만 호감도, 신뢰

도, 친구 삼고 싶은 정도와 내집단 포함 정도

와 경험의 질의 유의한 계는 모두 명

시 수 에서 나타난 것이고, 사회 기 의

향이 직 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암묵 수 에서도 이러한 계를 가질 것이

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암묵 수 에서의 태도와 경험의 질

의 계에 한 탐색이 권장된다. 특히 이 연

구는 단지 상기 변인들 간의 련성만을 분석

한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경험의 빈도와 경험이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에 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상 분석만을

실시한 결과여서 제한 이기는 하지만, 결국,

노인에 한 태도는 단순 빈도가 아닌

경험의 질과 련됨을 고려할 때, 이러

한 노인과의 정 을 증가시키기 해

서 노인과 비노인 집단 간의 세 통합 로그

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세계 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요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그런데 통 경로사상과 생산

성을 시하는 성취 지향 가치체계가 혼재

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노인에

해 정 으로 지각함과 동시에 노인을 사

회 짐으로 지각하는 이 태도를 형성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에 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 후 노인에 한

실질 행동 반응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에 해 태도를 확인하는 연

구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요하다고 생

각한다. 본 연구는 학생과 노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노인에 한 태도 연구를 통해 노인

과 노화에 해 가지고 있는 부정 인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을 이해함으로써, 노인

에 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미․거시

개입을 한 기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 한

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노인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명시 측정도구와 함께 암묵

측정도구를 함께 사용하 다. 노인 집단

역시 성별, 지역 범주와 마찬가지로 사회 인

편견의 상이 될 수 있는 범주이므로, 명시

측정도구만으로 태도를 측정하는 경우, 사

회 바람직성 등을 이유로 왜곡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명시

태도와 더불어 노인에 한 무의식 이고 통

제 불가능한 암묵 태도까지도 측정함으로써,

노인에 한 보다 심층 인 태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 게 노인에 한 명시 암묵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는 작업은 노

인에 한 태도를 더욱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태도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때, 각

상황에 알맞은 서로 다른 개입방법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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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노인에 한 행동반응에서의 정 인 변

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는 노인에 한 명시 태도와 암묵 태도가

모두 부정 일 때와 어느 한 쪽만 부정 인

경우, 그리고 부정 태도의 보유 상이 노

인인지 아니면 다른 집단인지에 따라, 각각을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발

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를 알아 으로써, 노인

에 한 태도의 발달과정을 확인하는 데에 기

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한 이러한 노인에 한 태도 발달과

정과 태도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

은, 각 연령 성별 집단에 알맞은 노인

련 교육이나 세 통합 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써 노인 문제에 해 좀 더 효율 인 개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 사회가 변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가정 외

의 환경에서 뿐 아니라 가족의 분화로 노인을

직 으로 할 기회가 감소하고, 개는

매체 속의 노인에 한 간 경험이기 쉽다.

노인 자신을 포함한 여러 세 가 노인에 한

정 혹은 부정 태도를 갖는 것은 매

체와 같은 노인에 한 간 경험에 무 할

수 없다. 앞으로 노인에 해 정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에피소드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

어 노출 후의 태도 변화에 한 후속 연구

역시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가 각

집단별 64명으로 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에 참여한 노인 실험

참가자들의 나이 범 가 65-85세로 매우 범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노인이라는 하나의

동질한 집단으로 묶어서 실험을 진행하 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노화의 수 과 노인의

인지 운동 능력의 감퇴 간에 한 계

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넓은 연령 범

는 각 실험참가자들의 노인에 한 태도에서

의 개인 특성뿐 아니라, 실험 참가자간 연

령 차이와 같은 변인들이 연구 결과에 혼입될

여지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노인 연령 분류(Brody, 1977)와 같은

기 을 통해 노인 집단을 세분화하거나, 노인

의 연령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바람직성에 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한 편견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

문에, 노인에 한 명시 태도는 사회 바

람직성의 여부 자체보다는 개인이 사회 바

람직성의 수 에 더 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를 감안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써 개

인이 가지는 사회 바람직성 수 과 노인에

한 태도 간 계를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

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한 태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연령집단을 학생과 노인집단이

라는 두 집단으로만 나 어 연구를 진행하

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게 두 집단만을 상

으로 실험을 진행하 기 때문에, 본 연구는

노인에 한 연령별 태도 발달 과정을 확인하

는 데에 있어서는 제한 인 해석만이 가능할

것이다. 연령에 따른 범주 구분이 어린 시

부터 인간이 자동 으로 가지고 있는 기

인지 처리 과정임을 감안할 때, 후속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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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기에서부터 노인집단에 이르기까지 연

령집단을 더욱 세분화하여, 발달학 입장에

서 노인에 한 태도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

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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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s of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People

Hyun-Ji Lee Hee-Jeo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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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according to age and gender. For this research, 64 college students and 64 older people

completed Explicit Attitudes Rating Scales (likability/ trustfulness/ companionship/ group membership),

Explicit Preference Test, and Young-Old Implicit Association Test. The college students presented in-

group preference and out-group bias on both explicit and implicit level whereas our-group favoritism was

presented in the older participants on both explicit and implicit level, which meant the older participants

preferred the young to the old. In both the group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age attitude.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showed an explicit preference for

the old over the older participants whereas only interaction effect(age and gender) was appeared on

implicit preference toward older peopl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xplicit attitude, implicit attitude, IAT, contact exper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