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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문명의 발달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료와 보,

건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명이 길어

지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세 이. 60

상 노인 인구는 다른 연령층 보다 빠른 연간 의2%

증가율로 늘어나고 있다 한현지 우리나라 역( , 2005).

시 빠른 노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세 이상 노65

인은 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662 400 .

인구 만 명 가운데 를 차지하5061 7000 13.07% 는 수

치로 이미 이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년 뒤10

http://dx.doi.org/10.17703/JCCT.20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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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유아가 인식한 노인 이미지 연구45․

The image of Elderly perceived by age of 4 and 5 years.

Nam Ki Won

요 약 본 연구는 만 세와 만 세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이미지가 조부모와의 동거4 5 ,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 K

는 만 세 유아 명과 만 세 유아 명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4 30 5 24 .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알기 위한

그림그리기 검사와 그림에 대한 면담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 첫째 유아가 노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은 가족 관계면 이었고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은 노인의 신체적인 면이었다 둘째 유아의 노인에 대한, . ,

이미지는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세대 간의 문화 이해와 소통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 제공과 세대프로그램 개발 자료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노인 이미지 인식 유아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4 and 5 years old children on the elderly, and

how different the perceptions wer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grandpar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4 children, 4 and 5 years old K kindergarten in H city. In the procedure of study, the children

were asked to draw pictures of the elderly images, and individual interviews. The findings as follows. firstly,

that the most positive perception of the children on the elderly was family-relationship and the most negative

perception was physical feature. Secondly, Images for the elderly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a grandpar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for the research on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and gives useful information on developing of a

gene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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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노인비율이 를 넘어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20%

게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1].

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다방면에서 생겨나고 있

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

나 시니어 클럽 및 노인복지관과 같은 기관을 연계하,

여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실시하면서 부모와 교사의 역

할을 대신해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이전과는 달리[2]. ,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변화와 같이 가정에서도 노인의 역할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

가하고 집안일의 분담화가 사회에 일반적으로 인식되,

면서 과거에 엄마 혼자서 하는 육아가 현재는 아버지

흑은 조부모의 육아분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에 이르고 그중52.8%

약 의 가구가 조부모의 손에 아이를 맡긴다70% [3].

노인의 육아담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버맘 이라‘ ’

는 단어가 나타나고 많은 아이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노인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2].

이러한 과정에서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

로 불가피한 갈등상황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

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노인 세 시대를. 100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초 산업의 발달이 저조해지는 가운데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제 의 사2, 3

회문화적 에너지가 요구되는 때이다.

세대 간 연구의 시초로 노인에 관한 연구는 1960

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척도와 질문지의 개발로 큰 진

전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년대부터 노[4], 1970

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러한 연구들은 가족의 형태 조부모와의 접촉 빈[5],

도 조부모와 동거 유무 조부[6][7][8], [9][10][11],

모 특성 어머니와 조부모와의 관계[12][13][14],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연구[15][16]

하였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유치원 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등이 있다[2][11][17][19] .

위의 연구에서 관련 변인들을 보면 노인에 대한 인,

식에 있어서 연구 대상의 연령과 가족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지연. (2006)

에서는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유아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영,

역은 노인의 가족 관계이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 영역은 노인의 신체적인 면이었다 또한 유아[17].

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양서목 역시 만 세[17]. (2011) 3

부터 만 세까지 신체적 특성을 가장 덜 긍정적으로5

인식하며 가족관계의 특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는데 홍지연 과의 다른 점은 조부[2], (2006)

모와 만남정도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17].

유아기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세 이전의 유아는 특정인에 대해서 개인. 7

적인 경험에 따라 그 사람을 기술하는 자기중심성을

보인다 즉 자기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켜서 상대[18]. ,

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아들의 주관적 인식은 이미지를 통

해 보여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미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대한 틀로서 유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이미

지를 연구할 때 유아의 내밀하고도 독특한 시계를 이

해하고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지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19].

유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고 이해받고 표현하고

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기쁨 슬[20] ,

픔 경험 희망을 그림으로 표현하므로 그림은 유아의, ,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유아의 그림은 자신의 생.

각이나 느낌 등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유아가 욕

구를 표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표현의 매개

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림은 유아에게 중요한[20]. ,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신의 생각을 알아낸 것 감정 등,

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21].

또한 이 시기의 유아는 분류개념을 획득하게 되어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구

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학교

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유아들은 이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발달시켜 노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

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이전인 유아기에 실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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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념 발달과 사회적 행동 및 성격 전반에 걸

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유아기[22].

때 이미 행동적인 측면만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다면 유아기 이후에도 노인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를 발달시켜 노인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에 노인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도록 유아교육기관 및 가정

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23].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 세와 만 세 유아의 노인4 5

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 유아들의 그림 분석을 통

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미지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또한 조부모와의 접촉에 따른 유아의 노인 이미

지 인식이 선행 연구에서 서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

다는 것에 주목하여 새로운 연구와 비교를 통해 실제

조부모와의 동거 유무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노인

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위해 활용 가능한 교육적

방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 세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1. 4,5 ?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조부모와의 동거2.

경험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치원K

에 재원하고 있는 만 세 유아 명과 만 세 유아4 30 5

명이며 만 세 유아는 남아 명 여아 명 만24 , 4 17 , 13 ,

세는 남아 명 여아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평5 7 , 17 .

균 연령은 다음의 표 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1 .

이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아버지 직. (

업 어머니 직업 조부모 동거 여부 은 표, , ) 1과 같다.

연구도구2.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가족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부모용 질문지와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알기

위한 그림그리기 검사와 그림에 대한 면담을 사용하

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이선자 의 노인에 대. (1989) ‘

한 척도 와 김광숙 의 노인관 척도 에 의’ (1987) ‘ ’

거하여 정미실 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1996) ․

제작한 최혜영 의 만 세 유아의 노인에 대(2002) ‘ 5

한 인식 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

다 유아가 인식한 노인 이미지에 대하여 알아보[24].

기 위해 선행연구 에 기초하여 그[25][26][27][28]

림그리기 검사 그림에 대한 서술 방법의 사용에 대한,

정보와 기초를 확보하였다.

그림그리기 검사 및 그림에 대한 면담1)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2014 6 2 2014

년 월 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유아가 인식한 노8 13

인 이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에 기초하여 그림그리기 검사 그림

에 대한 서술 방법의 사용에 대한 정보와 기초를 확

보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정 대상의 이미지

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유아들에게 대상의 모

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 그리기 검사와 그림을 그

리고 난 뒤 유아에게 그림 속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

을 하여 유아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 검사에서 그림 그

리기의 재료로 크기의 흰색 도화지와 연필 혹은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사용하였고 그림에 대한 유아

와의 면담 시 사용할 질문으로 네가 그린 그림에 대

해 이야기해 주겠니 은 어떤 마음이니 왜

성별

연령
남아 여아 계

만 세4 17 13 30

만 세5 7 17 24

합계 24 3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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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니 는 어떤 점이 다르니 비슷

하니 와 같은 서술적 구조적 대조적 질문을 사용

하며 반구조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노인 이미지에 대

한 그림 그리기 검사와 그림에 대한 면담 시 사용할

질문을 구성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1)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인식하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아가 인식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그림그리기 유아가 그린 그림에 대한 면담을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의 교실을 방문하기 전에 원장 원. ,

감과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의 취지와 연구 방법을 이

야기하여 연구참여자의 배경 및 연구 현장에 대해 알

아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년 월 일에 연구2015 11 11

자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선.

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였으며 교실과 가까운 곳의 조

용한 교실을 선정하였다.

그림그리기 검사 및 면담의 절차는 그림 과 같다1 .

그림 그리기 검사(1)

유아의 그림 그리기 활동의 전개는 먼저 그림그리

기 활동방법에 대해 숙지를 한 연구자가 그림 그리기

를 위한 자료와 도구를 미리 조용한 곳에 준비하여

정리해 놓고 유아들을 일대일로 만나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유아들에게 그림 그리기 재료로 크기의. A4

이미지 그리기 활동지와 연필 색싸인펜 또는 색연필, ,

등을 제공하였다.

그림그리기 검사 활동 방법은 오전반 자유 선택 활

동 중에 연구자의 감독 하에 그림그리기 검사가 이루

어졌다 유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그. “ ,

려줄래 라는 지침이 주어졌다?” .

연구자는 일반적인 제안을 만들기 위해 정교한 지

침을 주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친“ ?

구들이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모습을 그려도

되고 할아버지하면 떠오르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할머,

니하면 떠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도 되요 같은.”

개방적인 지침은 이야기 하였다.

유아들은 크기의 하얀색 도화지에 자신이 인식A4

하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를 그렸으며 도구는 주어진,

재료를 유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였다.

유아가 그린 그림에 대한 면담(2)

유아가 자신의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유아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유아가 직접 하도록

하였는데 유아와의 면담은 연구자와 유아의 일대일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유아들이 그림에 대해 설.

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비형식 질문을 사용하였다.

먼저 그림에 대한 가벼운 질문을 던져 유아가 면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유아가

그린 그림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어떤 그림인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마음을 열 수 있는 가

벼운 질문들을 먼저 던질 필요가 있기에 네가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해보렴 과 같” 은 질문을 먼저 유아

에게 제시하였다 그 후 그림과 관련된 연구자의 질

문에 답하면 그 대답에 이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정교한 질문의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면담의 형태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자가 질문

을 추가 할 수 있는 반 구조화된 면담 형태를 취하

였다 이는 사전에 준비된 모든 질문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는 구조화된 면담과 면담 주제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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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면담 질문 자

체를 준비하지 않고 연구자가 머릿속으로만 주제에

대한 질문은 구상하여 진행하는 비구조화 된 면담의

중간 형태로 연구자가 면담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

지만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더하

는 것과 같은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면

담 방식이다 이에 연구자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31].

들을 통하여 유아와 연구자가 로 마주보며 면담을1:1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다른,

예시를 사용하여 질문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유아의 그림에 대한 설명은[33].

모두 연구자가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시작하고 자료

수집이 끝난 이후에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먼

저 수집된 그림과 그림을 토대로 한 면담의 내용을

서술 식으로 재조직하였다 위 이론적 배경 중 노인

의 특성에서 나눈 것과 같이 신체적 특성 지적 특성

성격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가족 관계적 특성으로

분류기준을 나누었고 수집된 자료의 노인 이미지 구

성요소를 추출하여 분류 기준대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노인 이미지 그림에 대한 면담 내용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인식한 노인에 대한 이미

지를 성별과 연령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으며 각 이미

지에 관한 하위 범주별로 유아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유아의 그림과 유아의 그림에 대한 면담을 분.

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2 .

표 유아의 그림과 유아의 그림에 대한 면담

Table2. The Results of Children's Picture and Interview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노인 이미지 그림에 대한

면담에서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한 유아는 표

2와 같이 신체적 특성 명 지적 특성 명36 (66.7%), 1

성격적 특성 명 사회관계적 특성(1.8%), 1 (1.8%), 1

명 가족 관계적 특성 명 이다(1.8%), 5 (9.3%) .

본 연구에서는 만 세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

지가 어떠하며 이러한 이미지가 조부모와의 동거 경

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

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가 노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영역은 가족 관계면 이었고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은 노인의 신체적인 면이었다

둘째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조부모와의 동

거 경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즉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유

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유아의 노인 이미지 그림에 대한 면담 내용2.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서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차이를 해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3 .

연령

성별

특성

범주

만 세 만 세

계

남 여 남 여

신체적 특성

지적 특성

성격적 특성

사회

관계적 특성

가족

관계적 특성

소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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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서 유아의 노인에3.

대한 이미지 차이

Table 3. The Difference of Image By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Grandparents

연령

성별/

특성

범주

조부모 동거경험

유

조부모 동거경험

무
계

(%)
만 세4 만 세5 만 세4 만 세5

신체적 특성

(%)

1

(1.8)

15

(27.8)

20

(37.0)

36

(64.8)

지적 특성

(%)

11

(20.4)

2

(3.7)

13

(24.0)

성격적 특성

(%)

사회

관계적 특성

(%)

1

(1.8)

1

(1.8)

가족

관계적 특성

(%)

2

(3.7)

2

(3.7)

4

(7.4)

소계

(%)

1

(1.8)

29

(53.7)

24

(44.4)

54

(100.0)

계

(%)

1

(1.8)

53

(98.1)

54

(100.0)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노인 이미지 그림에 대한

면담에서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한 조부모와

의 동거 경험이 있는 유아는 와 같이[Table 3] 신체

적 특성에 대해 명 이 언급하였다 조부모와1 (1.8%) .

의 동거 경험이 없는 유아는 신체적 특성에 대해 25

명 지적 특성에 대해 명 사회 관(46.3%), 13 (24.0%)

계적 특성에 대해 명 가족 관계적 특성에 대1 (1.8%),

해 명이 언급하였다4(7.4%) .

제언3.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할 유아의 표본 집,

단 수를 크게 설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

구는 표본 집단의 수가 현저히 적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뢰도가 낮다고 판

단되었다 그렇기에 더 많은 표본 집단을 설정하여 연.

구하여야 한다.

둘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노인 이미지의 연구의 경,

우 긍정적인 결론이 많은 반면 초등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연구가 많았

다 따라서 성장 시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서 조부모와 유아의 접촉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는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부모와 유아의 접.

촉의 질은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변인요소를 조.

부모와 유아의 접촉의 질로 바꾸어 새로운 연구를 제

언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

경험의 유무보다는 조부모와의 접촉의 질에 대한 연

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노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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