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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는 전 세계의 제도, 법, 정책 전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연령주의는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연령주의의 만연하고 해로운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 정보, 세분화된 데이터 및 체계적인 경향 

분석에 대한 지식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새로운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연령’에 대한 오랜 가정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법적, 정책적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대간 연대는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 종사자와 돌봄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노인도 위기 대응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노인 

사이에서, 그리고 유급 및 무급 돌봄 제공자 사이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2020년 5월 발표된 노인 및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브리프에서 노인들이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 - 

돌봄 제공자로서, 자원봉사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 을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공헌을 중시할 것과 의사 결정에 있어 그들의 참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령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는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세계가 합의한 청사진인 ‘2030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보고서를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추천하며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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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자체의 영향을 넘어 여러 

연령대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는 깊고 오래된 병폐인 연령주의를 드러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한결같이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간주되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천하무적이거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연령에 기반한 

고정관념(어떻게 생각하는가), 편견(어떻게 느끼는가), 차별(어떻게 행동하는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다만 이러한 유해한 태도를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연령주의에 대한 이 국제보고서의 출판은 시기상조일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된 메시지는 우리가 연령차별을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야 하며, 우리가 연령과 나이듦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작은 변화도 

개인과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연령주의가 만연하고 은밀하게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연령주의는 대체로 

자각되지 못하고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연령주의는 사람들의 건강, 복지와 인권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수십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노인 사이에서 연령주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증가, 경제적 불안 증가, 삶의 질 저하와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한 연령주의는 

문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고용, 건강, 주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령주의는 

생애전반에 걸쳐 장애인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와 상호작용하여 피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핵심에 놓여 있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훨씬 더 나은 개발 가능성을 위해서는 연령과 

나이듦에 대한 서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연령주의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삶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2016년 개최된 ‘세계 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연령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이끌어 나갈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WHO가 인권고등대표사무소, 

유엔경제사회부, 유엔인구기금과 공동으로 제작한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는 연령주의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령주의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 시민사회 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게 하는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연령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얻는 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인력 

감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만을 기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권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건강, 웰빙,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하려면 우리는 이 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연령주의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빨리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령주의에 맞서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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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대를 위한 세상이며, 이는 연령에 기반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 우리의 기회, 건강, 웰빙, 존엄성을 제한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비전이 현실화되도록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국의 Etienne Krug 국장과 보편적 건강 보장/건강 관리부의 

Naoko Yamamoto 사무차장의 지도 아래, Alana Officer, Vânia de la Fuente-Núñez, Christopher 

Mikton으로 구성된 세계보건기구 편집위원회가 주도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프로그램 국장인 Amal Abou Rafeh, 

유엔인권고등대표사무소 인권경제사회부의 Rio Hada 팀장, 그리고 유엔인구기금 인구개발부 책임자인 Rachel 

Snow가 협력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세계/지역 세계보건기구 사무소와 유엔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 지원, 전문 지식이 없었다면 이 보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연령주의 개념적 틀을 개발한 핵심 그룹에는 Sophie Amos, Louise Ansari, Liat Ayalon, 

Jane Barratt, Necodimus Chipfupa, Patricia Conboy, Mary-Kate Costello, Vânia de la Fuente-Núñez, 

Nathaniel Kendall-Taylor, Angga Martha, Alana Officer, Bhanu Pratap, Jelena Sofranac, Jemma Stovell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는 Vânia de la Fuente-Núñez(1, 2, 4, 5, 6, 10장)와 Christopher Mikton(2, 3, 5, 7, 8, 9, 

10장)입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풍부한 의견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시행된 일련의 체계적인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질적 연구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모든 전문가 및 집필진의 

이름을 아래 기여자(Contributors) 란에 나열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앞서 언급된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마지막 본문을 편집한 Miriam 

Pinchuk; 미디어, 그래픽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Blossom; 교정을 담당한 Judi Curry; 색인 작업을 담당한 

Christine Boylan; 도표 작업을 담당한 Sue Hobbs;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 Alexia Sapin과 Florence Taylo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던 Alison Brunier, Christopher Black, Sarah Rus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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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장 먼저 인지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연령주의는 나이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과 부당함을 초래하며 세대 간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누는데 이용될 때 

나타난다. 연령주의는 생애에 걸쳐 다른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10대는 정치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조롱받을 수 

있고; 노인과 젊은이 모두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노인은 주술 행위자로 고발당해 집과 마을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이 <고령화와 건강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및 행동계획(Global strategy and action 

plan on ageing and health>과 <건강한 고령화 10년 계획(Decade of Healthy Ageing)>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연령주의는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훼손한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에 대응하여, WHO는 파트너들과 함께 연령주의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개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WHO, 인권고등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및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실무자, 연구자, 개발 기관 및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연령주의의 특징을 정의한 후, 연령주의의 규모, 영향 및 그 결정 요인에 대한 최선의 

증거와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개괄한다. 이 보고서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증거에 기반한 세 가지 행동 권고로 결론을 맺는다.

연령주의의 성격

연령주의는 나이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편견(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차별(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을 지칭한다. 연령주의는 제도적으로나 대인관계 속에서 또는 자기지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도적 연령주의는 나이에 근거하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조직적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규칙, 

사회적 규범, 정책과 관행을 말한다. 대인 연령주의는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자기지향 연령주의는 

연령주의가 내면화되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발생한다. 

연령주의는 유년기에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된다.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는 곧 내면화된다.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유추하고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과 행동을 가이드 한다. 

연령주의는 종종 장애인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및 인종차별주의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과 

교차하고 상호작용한다.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과 편향은 차별 피해자의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연령주의가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욱 심화시킨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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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개입이다. 

 ·  전략 1: 정책과 법률 - 정책과 법률은 모든 연령층에 대한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차별과 불평등 및 인권법을 다루는 정책과 법률이 포함될 수 있다. 연령주의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연령차별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을 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 전략은 차별, 불평등 및 인권을 다루는 정책과 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집행 구조와 감시 기구를 필요로 한다. 

 ·  전략 2: 교육적 개입 -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그리고 공식적 교육과 

비공식적 교육 맥락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과 모든 유형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적 활동은 정확한 정보와 

고정관념에 반하는 예를 제공함으로써 공감대를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  전략 3: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개입 - 세대 간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입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촉은 집단 간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다. 세대 간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입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이며, 젊은 사람들을 향한 연령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세 가지 행동 권고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은 이해 당사자를 도와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헌신, 다양한 부문과 활동가의 참여, 상황에 대한 적절한 권고사항 채택 등이 필요하다. 

연령주의에 대한 권고사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권고사항이 가능한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  권고사항 1: 연령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증거 기반 전략에 투자하라. 최고의 증거에 기반한 세 가지 전략 - 정책과 

법률의 제정, 교육적 개입 및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개입 - 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인구 수준에서의 변화를 

도모하려면 이러한 전략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과거에 시행된 적이 없는 곳에서는 전략의 수정과 실험이 

필요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효과가 보일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  권고사항 2: 연령주의와 그 감소 대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데이터와 연구를 개선하라. 연령주의의 모든 측면 

- 그 규모, 영향, 결정 요인 - 에 대한 우리의 이해 증진은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데이터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는 연령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모든 국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한 전략 개발이어야 한다. 전략의 효과 제고를 위한 증거 

기반이 개발되고 있으나,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 기존 전략이 최적화되어야 하며 그 비용과 

비용의 효과성을 추산한 후 전략이 확대되어야 한다.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같은 유망한 전략들이 더 

개발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  권고사항 3: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꾸는 운동을 조직하라. 우리 모두는 연령주의에 대항하고 이를 

연령주의의 규모

연령주의는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직장, 언론 및 법 제도 분야를 망라하여 사회 전역에 만연해 있다.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의료 서비스를 배분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으며 노인은 연구 및 데이터 수집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과 젊은이는 직장에서 종종 불이익을 받는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더 분노하고, 젊은 사람의 범행을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한다. 연령주의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와 데이터가 수집되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두 명 중 한 명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연령주의의 대상이었으며 젊은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많이 연령차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주의의 영향

연령주의는 사람들의 건강, 웰빙 및 인권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한다. 노년층의 경우, 연령주의는 수명 

단축, 쇠약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장애로부터의 더딘 회복 및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증가시키며(사회적 고립, 외로움 모두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된다), 노인의 성적 

표현을 제한하고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연령주의는 젊은이들의 직장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연령주의는 개인의 노년기 빈곤과 재정 불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한 추정치는 연령주의가 사회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

노인층에 대한 연령주의 가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낮은 연령, 성별(남성), 죽음에 대한 불안 및 낮은 교육 

수준이다. 젊은이와 노인 모두를 향한 연령주의 가해 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성격적 자질과 세대 

간 높은 접촉 빈도를 들 수 있다.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높은 연령, 돌봄 의존성, 낮은 건강 기대수명, 첨단 기술이나 관광 

분야와 같은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서의 근무 등을 들 수 있다. 젊은층에 대한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위험 요인으로 

성별(여성)이 꼽혔다.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정책과 법률, 교육 활동 및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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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듦(ageing)은 평생 지속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두가 같은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는 평생을 살아온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에 의해 형성되며, 가족과 

성별, 민족을 비롯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1). 더 오래 살수록 인간은 서로 더 많이 달라지고, 이는 

곧 다양성이라는 노년기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이는 각자 살아온 햇수를 반영한다. 하지만 나이가 적다 또는 많다는 의미는 대부분 그 맥락과 목적,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8세는 경쟁력 있는 체조 선수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지만, 고위 정치직에 출마하기에는 

적은 나이로 받아들이곤 한다. 또한 노년, 중년, 청년에 대한 개념은 각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 세기 전 

유럽이나 북미에서의 노년은 현재에 비해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

나이와 나이듦에 대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삶과 자유가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다. 성차별주의와(2) 인종차별주의(3) 연구가 보여주듯이, 연령에 대한 차별이 법과 

보건, 교육 등의 제도에 스며들면 집단 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한다. 그러면 개인 차원의 변화만으로는 

연령주의(ageism)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상자 0.1

연령주의

연령주의(ageism)라는 용어는 1969년 미국 노인학자이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eing)의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연령주의는 모든 세기, 국가, 맥락 및 문화에 걸쳐 존재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래서 아직 그 용어 자체가 없는 언어도 있는데, 이로 인해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연령주의에 

해당하는 특정 용어가 없는 언어에서는 대체할만한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Altersdiskriminierung(연령 차별)은 차별만을 강조한다. 연령주의를 지칭하는 특정 용어가 

있는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예, 스페인어의 

edadismo/edaismo와 프랑스어의 âgisme). 모든 언어에서 연령주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각 국가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주의는 모든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다루지만, 

나이중심주의(adultism)(4-6)나 아동차별주의(childism)(7, 8)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주의를 지칭하는 특정 용어도 사용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 

및 차별을 가리키는 용어로 ‘연령주의’를 사용한다.

연령주의는 연령에 따라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가리킨다. 연령주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 및 차별을 가리키는 용어로 

‘연령주의’를 사용한다(상자 0.1 참고).

서론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 시민사회 단체, 유엔기구, 개발기구, 학술 및 연구 기관, 

기업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연령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는 폭넓은 연합체를 

조직함으로써 연령주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협조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론

이제 우리는 연령주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는 연령주의에 대항하는 방법을 개괄하여, 

건강 개선, 기회 증진, 비용 절감 및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 유엔기구, 

개발기구, 시민사회 단체 및 학술·연구기관이 효과적인 전략을 시행하고 더 많은 연구에 투자한다면,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모든 종류와 상황의 연령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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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는 널리 퍼져 있고,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며, 다른 어떤 형태의 편견보다 사회적으로 더 용인되고 있다. 

나이에 관련된 편견(age-related bias)은 흔히 유머러스 하거나 적어도 무해하게 여겨 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이와 

나이듦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화 되는지와, 그에 사용되는 언어(상자 0.2 참고)가 오해를 고착화하여 정책 개발이나 

기회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꿰뚫어보지 못한다.(예, 깜박깜박하는 것을 노인의 특성과 연관시키는 것, ‘백발 

쓰나미’라는 표현, 고령화 인구는 문제라는 표현, “어린애들이 뭘 알아” 등)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듯이, 연령주의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바꿔 놓고, 세대를 대립시키며, 젊은층이나 

노인층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를 통한 혜택을 제한한다. 또 건강과 장수, 웰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상자 0.2

언어

언어는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의미를 전달하거나 오해를 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늙은 

사람(elderly), 늙은(old), 노령자(senior) 등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노인층이 쇠약하고 

의존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며,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미성년(juvenile)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미숙하다는 고정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할 때 노인(older person), 젊은이(younger person), 

노인층(older people), 젊은층(younger people) 등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연령주의에 관한 국제보고서의 의의

고령화와 건강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및 행동계획(global strategy and action plan on ageing and health, 2016-

2030)(9)과 이와 관련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결의 WHA69.3(10)는 건강한 나이듦을 위한 양질의 

공공 정책 개발과 노인의 일상 생활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령주의와 맞서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연령주의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의 비전과 원칙을 세우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부당함을 

줄이며, 세대 간 연대를 함양하려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고, 부당함을 줄이며, 세대 간 

연대를 함양하려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줄여야한다.

<고령화와 건강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및 행동계획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마지막 10년을 위한 행동계획인 <건강한 고령화 10년 계획(Decades of Healthy Ageing: 

2021-2030)>은, 2020년 8월 세계보건총회와 2020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11, 12, 13). 연령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 -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연령과 나이듦에 대한 우리의 생각, 느낌, 행동을 바꾸는 것은 <건강한 

고령화 10년 계획>에서 우선 순위로 정한 4대 행동 분야의 하나이다.

연령주의와의 싸움은 또한 다른 세 가지 행동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1. 노인층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개발

2. 노인층의 필요에 부응하는 개인 중심의 통합된 돌봄과 기본적 보건 서비스 제공

3. 필요한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 돌봄 제공.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듯이, 연령주의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바꿔놓고, 세대를 대립시키며, 젊은층이나 노인층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를 통한 혜택을 제한하며, 건강과 장수, 

웰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연령주의가 중요한 문제로 밝혀졌음에도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부족하다. 용어 정의에 대한 합의는 제한적이고 

문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정보도 적으며, 문제 감소를 위한 전략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시행자, 연구자, 개발기관,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연령주의에 관한 최선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

이 보고서의 중심 주제는 연령주의가 개인과 사회에 지운 무거운 부담과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보고서의 목표:

 · 전 세계의 젊은층과 노인층 모두에 대한 연령주의의 성격, 규모, 영향과 결정요인에 관한 의식 제고

 · 연령주의 예방,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과 향유의 촉진 및 보장, 효과적인 개입 전략 제시 등의 필요성에 관한 관심 고취

 · 모든 관련 분야 및 이해 당사자의 행동 촉구

이 보고서의 범위는 이 목표들을 지원하며 10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연령주의가 무엇이며 이것이 

젊은층과 노인층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와 비교해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의 증거는 

훨씬 부족하며 그 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젊은층과 노인층에 대한 연령주의의 증거를 각각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2 ~ 4장에서는 노인층에 관해서만 다루며, 각각 연령주의 문제의 규모(2장), 그 영향(3장),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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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5장에서는 젊은층에 대한 연령주의의 규모, 영향, 결정 요인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룬다. 

이어지는 세 개의 장(6 ~ 8장)에서는 정책과 법률, 교육 및 세대 간 활동 등 노인층과 젊은층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9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이지만 효과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전략들을 제시힌다. 각 

장에서는 관련 전략과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 효과에 대한 증거를 개괄하며, 증거가 있는 경우 비용을 알아보고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례를 제시한다. 젊은층에 관련된 증거는 상자에 제시된다.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이 중요하므로(상자 0.3 참고), 각 장에 사용 가능한 증거를 평가하고 향후 연구 기회를 제시하는 

상자를 포함시켰다. 또한, 각 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폭넓은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상자 0.3
연령주의 연구 수행 방법의 중요성

연령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연령주의 연구 수행과 측정 방법에 달려 있다. 정의와 측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연령주의의 규모와 분포 및 원인과 영향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으며,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려는 노력 또한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할 수 있었을 연령주의가 지속됨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각 장의 연구는 어느 정도는 이전 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연령주의의 정의(1장)가 명확하지 

않으면 연령주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그 범위와 분포(2장, 5장)를 명확히 세울 수 없다. 

연령주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면 연령주의의 영향(3장, 5장)을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4장, 5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이러한 결정 요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연령주의 감소 전략(6-9장) 역시 효과적이기 힘들 것이다. 또한, 정확한 연령주의의 측정 

없이는 연령주의에 관한 전략의 효과 또한 정확히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과정

연령주의의 개념적 틀은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의 주요 활동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이 틀에 따라 이 보고

서에서 사용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엮이고 수집되었다.

 · 넓게 보아 50세 이상의 사람들로 인식되는 노인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연령주의를 검토한다.

 ·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과 건강에 대한 영향, 개입 전략 및 측정 등을 평가하고, 전문가들이 진행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쓰인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연구의 체계적 문헌들을 고찰한다.

 ·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쓰인 피어 리뷰 문헌에서 50세 미만 인구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는 젊은층에 대한 

연령주의의 주제 범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  중·저소득 국가의 연령주의와 젊은층에 대한 연령주의를 비롯하여, 연령주의와 기타 ”차별주의(-isms)"와의 교차성 

등을 점검하고, 확인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다른 형태의 출판된 양적 및 질적 증거자료를 찾아본다.

 ·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글로벌, 국가적, 지역적 캠페인을 검토한다.

 · 젊은층과 노인층의 개인적 증언들을 되짚어 본다.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는 연령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에 필요한 단계들을 

기록하여 건강 향상, 기회 증대,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다.

연령주의의 규모, 영향, 결정 요인 및 가장 효과적인 감소 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식과 견해가 있으나, 이 보고서는 

확실한 증거자료에 기반한 결과도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증거자료를 보고할지 결정할 때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결과를 단일 연구보다 우선시했다. 하나의 주제에 관한 모든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엄격히 

규명, 평가, 요약하기 위해서이다.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 점을 지적하고, 연구 공백을 메울 것을 

요청한다. 연령주의 연구는 약 90%의 심리학 및 건강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정책과 수행 시의 고려 사항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부서(Department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 주기적으로 검토 및 수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나아가며

연령주의에 관한 국제 보고서는 연령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기록하여 건강 향상, 기회 증대,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염원은 

모든 수준과 부문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 행동이 사회·경제적 발전, 전 세계의 인권 

실현 및 모든 연령대를 위한 세상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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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차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7개월 전 아내를 잃고 홀아비가 되자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나이 든 홀아비라는 이유로 나를 차별하고 있어요. 

형제들과 장인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속이 상합니다. 나를 보살피고 있는 내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 가족들에게서도 차별을 받다니 서글프지요. 

페르난도(Fernando), 64세, 볼리비아다민족국

ⓒSebastian Ormachea / HelpAge International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사 결정 공간에서 차별 받고 자주 

제외되곤 합니다. 젊은이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젊은층 

포함’란에 표시를 하는 정도에 그치며 그들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8-29세의 젊은층 집단은 제지해야 할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거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지역사회 내에 

긍정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peacebuilder)이자 그 

대리인입니다.  

사우미아(Saumya), 24세, 인도 

ⓒSaumya Aggarwal / UN Major Group for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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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는 나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어떻게 생각하는가), 편견(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차별(어떻게 행동하는가)을 가리킨다.

연령주의는 제도나 관계에서 발현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향하기도 

한다.

연령주의는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연령주의는 아동기에 시작되어 평생에 걸쳐 강화된다.

연령주의는 다른 “차별주의(-ism)”들과 교차되어 복합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01
장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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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1.1
나이와 삶의 단계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나이는 생물학적인 과정과 연관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형성된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어느 

정도 맥락, 목적,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4-6). 18세는 경쟁력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에 너무 많은 

나이이지만 프로축구팀 코치가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로 여겨질 수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노년, 중년, 청년을 다르게 구분하며, 삶의 각 단계에 대한 규범이나 기대 또한 다르고 이는 또다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7).

환경 또한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성별, 민족, 수입과 관련된 

차이에 따라 생애 주기 전반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접근이 결정되어 50세, 60세, 70세, 

혹은 80세의 우리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성의 상당 부분이 생애 주기에 

걸쳐 누적된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8). 

1.1 연령주의의 정의

나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성별, 인종과 

더불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이다(참고 상자 

1.1)(3). 연령주의는 피해와 불이익, 불의를 낳고, 세대 간 연대를 

약화시키기도 하는데, 나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범주화할 

때 발생한다.

연령주의는 평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로지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에게 조직적으로 무시당하고, 가정에서 

가족에게 얕보이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기피되며, 주술을 부린다고 비난을 받고, 재산이나 

토지 접근권이 거부되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상상해보자. 이는 젊은층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연령주의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사례이다.

연령주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연령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정의한 다면적 

사회현상이다(9). 연령주의에는 몇 가지 서로 관계된 측면이 있다: 

 ·  세 가지 차원 - 고정관념(사고), 편견(느낌), 차별(행동 또는 

행위)(1.1.1절);

 ·  세 가지 발현 수준 - 제도적, 대인적, 자기지향적(self-

directed)(1.1.2절);

 ·  두 가지 표현 형태 - 명시적(의식적) 및 

암묵적(무의식적)(1.1.3절).

1.1.1 연령주의와 고정관념, 편견, 차별

연령주의의 세가지 차원인 고정관념, 편견, 차별은 각각 

서로 다른 심리적 기능인 사고(고정관념), 느낌(편견), 

행동과 행위(차별)에 연관된다.

고정관념(stereotype)은 사회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기대를 저장하는 인지 구조이며, 

고정관념화(stereotyping)는 고정관념화 된 정보를 

적용하는 과정이다(10). 고정관념은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며, 흔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지를 

지배한다(11–14).

연령주의에서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에 

따 라  다 른  사 람 들 의  나 이 를  바 탕 으 로  그 들 의 

신체와 정신적 능력, 사회적 역량, 정치 및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된다. 이 추론은 해당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파악하는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잉 

일반화의 흔한 예로, ‘노인은 쇠약하고 무능하지만 

친절하다’거나(15) ,  ‘젊은이들은 물질주의적이고 

게으르며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인식 등이 있다(16).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17–19), ‘과잉 일반화’라는 말 그대로 과잉이므로, 

이른바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고정관념 

모두 부정확하며, 잠재적으로 해롭다. 일부 나이 관련 

고정관념은 지역이나 문화를 가로지르기도 한다(20, 

21). 예를 들어, 노인들은 유럽, 아시아, 북·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따뜻하지만(긍정적) 무력하다(부정적)는 혼합된 

이미지로 고정관념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젊은이들은 

고도로 유능하지만(긍정적) 따뜻함이 적다(부정적)라고 

고정관념화된다(20, 22–24).

나이에 관한 다른 고정관념들은 맥락이나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17, 21, 25–28). 표1.1은 전 세계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에서 확인되는 고정관념을 목록화 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정관념들이 지배적인지는 

주로 연령주의적인 사람의 나이와(29)  노인이나 

젊은이와 맞닥뜨리는 장소 등과 같이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30, 31).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 사회 내의 

가치 변화에 따라 고정관념도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할 

수 있다(32).

이	장의	 1.1절은	연령주의와	그	세	가지	

주요	차원인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차별을	

정의한다.	연령주의에	대한	명확하고	일반적인	

이해는	인식을	높이고,	연구,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보장하는데에	중요하다(1-2).	여기에	

제시된	정의는	이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의	

기반이	된다.	 1.2절은	연령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1.3절은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나	장애인차별주의	등	

다른	“차별주의"들과의	교차점을	설명하며,	그	

누적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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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부문
고정관념

젊은이들은… 노인들은…

건강 및 사회적 돌봄 _a

긍정적 건강함

신체적으로 활동적임

강하고 정력적임

따뜻함

호감이 감

부정적 모험가

약물 사용자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림

완고함

짜증을 잘내고 답답함

외롭고 고립되어 있음

쇠약하고 힘이 없음

무성적존재

쉽게 혼동함

우울해하고 우울하게 만듦

궁핍함, 장애를 가짐

일 _b

긍정적 정력적임

야심적임

기술에 능통함

열심히 일함(중년) 

믿을만함

헌신적임

경험이 많음

근면함

사회적으로 노련함

좋은 멘토이자 리더임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음 
부정적 자아도취적임

불충함

권리를 당연히 여김

게으름

의욕없음

주의산만 

무능하고 비생산적임

의욕 없음

변화에 저항함 

훈련이 어렵고 배울 수 없음 

융통성이 없음 

기술적으로 유능하지 않음

미디어 _c

긍정적 매력적임 건강함

열심임 

생산적임 

자립적임
부정적 문제를 일으킴

폭력적 범죄자

매력없음 

불행함

노쇠함 

옷을 못 입음 

비활동적임 

의존적임 

건강하지 않음 

영향력 없고 가난함 

취약함 

악마적임

a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6과 33–40 참조.

b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6과 41–48 참조.

c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32 와 49–51 참조. 

편견(prejudice)은 어떤 사람이 소속된 집단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또는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한다(1, 52). 편견은 집단 간 

계층적인 관계를 만들거나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53). 연령주의의 경우, 편견은 대상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연민과 동정의 느낌은 노인에 대한 편견의 

두 가지 형태이며(15), 이에 따라 노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다(54). 또한, 

젊은이들은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일 수 있다고 

추정하여 두려움이나 기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별(discrimination)은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집단에 

사람들이 속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실제로 속한 경우 

적용되는 행동, 실행 및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불이익(부정적 차별)을 주거나 

이익(긍정적 차별)을 부여하기도 한다(55).

연령주의와 관련하여 차별은 나이에 따라 사람들에게 

향해지는 행위(행동, 실행, 정책 등)와 연관된다. 어떤 

직원이 너무 어리다고 여겨 토론을 주도하게 놔두지 

않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각각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차별의 예이다. 긍정적 

행동의 예로는 정기적 소득이 없을 듯한 청년이나 

노인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요컨대, 연령주의는 나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어떻게 생각하는가), 

편 견 ( 어 떻 게  느 끼 는 가 ) ,  그 리 고  차 별 ( 어 떻 게 

행동하는가)을 수반한다(그림 1.1 참고). 

이 보고서는 특정 사고와 느낌 또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가에 상관없이, 연령에 기반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 초래하는 부정적 함의에 초점을 

맞춘다.

1.1.2 제도적 연령주의, 대인 연령주의, 자기지향적 

연령주의

제도적 연령주의란 나이를 기반으로 불공평하게 기회를 

제한하거나 체계적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 

규칙, 사회 규범, 정책 및 제도 관행을 일컫는다(1, 53, 

56). 또한, 제도나 기관이 연령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를 일컫기도 한다.

제 도적 연령주 의는 기관 에 속한 개인들 에 의한 

의식적이고 공공연한 활동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이 

경우 대인 연령주의와 중첩된다), 기관에 속한 개인들의 

의도적 지지나 젊은이나 노인에 대한 편견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도의 규칙, 규범 및 

관행은 오래되고 의례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그러한 제도적 연령주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더욱이 암묵적인 제도적 

이데올로기는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당화하기도 

한다(1, 53). 따라서,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제도적 연령주의는 권력이나 영향력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고, 이것은 나이 및 나이와 

관련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불균형적 권력 구조를 강화 

시킬 수 있다(57).

표 1.1. 다양한 제도적 환경과 국가의 고정관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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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적  연 령 주 의 는 ( 제 도 적  인 종 차 별 주 의 나 

성차별주의와 같이) 항상 개인의 공공연한 편향의 

결과는 아니므로, 연령 집단 간의 다른 결과로부터 

추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에서 

생명유지치료(예, 산소 호흡기 지원, 수술, 투석 등)를 

유지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결정은 흔히 연령 

집단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들은 적어도 일부는 법률, 정책 

또는 제도의 관행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법률, 정책 

또는 제도의 관행이 원인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도적으로 연령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연령주의의 주요 고려사항은 의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결과이다(55, 57, 58).

제도적 연령주의의 예

 ·  의료 부문에서 나이에 따라 보살핌이 다르게 배당되는 

정책(59)

 ·  노동 부문에서 차별적 고용 관행 또는 의무 퇴직 

연령(42, 43, 60)

대인 연령주의는 둘 이상의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연령주의를 말한다. 대인 연령주의에서 

가해자는 연령주의의 대상과 구별된다.

대인 연령주의의 예

 ·  젊은이 또는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거나, 

의사 결정에서 그들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그들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것

 ·  노인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어조와 단순한 어휘 

및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언어 사용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유능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들이 노인들을 무능하고 

무력하게 보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61, 62).

 ·  나 이때문 에 노인들이 무가치하 다고 말 하거나, 

젊은이들은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며 범죄자들이라고 

모욕하는 것

 ·  자기지향 연령주의는 스스로에게 향해진 연령주의를 

말한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연령기반 편향에 

노출되고 나면, 주변 문화로부터 그러한 편향을 

내면화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한다(63).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예

 ·  20대 청년들이 직업을 갖기에는 스스로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여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

 ·  말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 노인들이 대학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는데 망설이는 것

연령주의가 발현되는 세 가지 수준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강화된다(그림 1.2 참고).

그림 1.1. 연령주의의 세 차원은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다. 이 차원들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림 1.2. 대인, 제도적 및 자기지향 연령주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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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적 제도 규칙, 규범 및 관행과 그들이 함양하는 

연령주의적 이데올로기는 그 제도는 물론 사회 일반에 

속한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그리고 제도적 연령주의와 대인 연령주의는 내면화되어 

자기지향 연령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지향 

연령주 의는 사 람들 이 자 신이 속한 사회의 연령 

고정관념을 따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대인 및 제도적 연령주의를 강화한다.

1.1.3 명시적 연령주의와 암묵적 연령주의

사람들은 자신이 연령주의적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다. 연령주의는 그 사람이 연령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거나 깨닫는 수준에 따라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명시적 연령주의에서는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령주의적 사고, 느낌, 행동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다. 즉, 그는 스스로의 자각과 통제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암묵적 연령주의에서는 타인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령주의적 사고, 느낌, 행동이 의식적 자각 없이 

작동하며, 대부분 의도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다(64). 암묵적 연령주의에서는 개인들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촉발된 사고, 느낌,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요인을 이유로 지목하여 그러한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들이 젊은 사람 채용을 선호한다고 

인정하는 대신, 나이가 많은 후보자의 인성을 문제 

삼거나 특정 교육의 결핍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 

문화권의 연령주의적 태도가 내면화되고 주요 제도의 

연령주의가 일상화 및 고착화되어 구성원들이 더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연령주의가 사회의 무의식적 

틀의 일부로 자리 잡아 암묵적 연령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65).

1.2 연령주의의 작동과 발생 방식

1.2.1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상호작용

우 리 의  사 고 ,  느 낌 ,  행 동 은  서 로 에 게  영 향 을 

미치므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관계는 다방향적 

(multidirectional)이다(그림 1.3 참고). 고정관념은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미치고, 차별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편견은 차별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노인을 

지칭할 때 늙은 사람(elderly)과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노인에 대해 쇠약하고 의존적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왔다(고정관념)(66).

한 연구 는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젊 은 이 들 이  노인 에  대 한  연민 을  덜  느 꼈 으 며 , 

공 감을 보이기 보다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고 

전한다(편견)(67). 또 다른 연구는 나이 든 직원들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는 고용주가 그들에 대해 더 

처벌적임(punitive)을 밝혔다(차별)(68).

이러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간의 관계는 자동적이지는 

않다.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69). 이 관계들은 법률과 문화 등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70).

그림 1.3. 고정관념, 편견, 차별은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방향적 관계를 갖는다.

 

1.2.2 연령주의는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된다

연령주의는 초기 아동기에 시작된다. 4세부터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단서를 통해 그들의 문화에 

있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게 된다(71, 72). 그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이것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느낌과 행위의 지침이 되고, 그들에 대한 

추론을 하는 데에 이 고정관념을 사용한다(12, 73). 예를 

들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삶의 

네 단계에서의 사람을 묘사한 그림을 보여줬더니, 2/3 

정도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무력하고,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며, 대체로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63, 74).

우리는 우리 문화에 있는 나이 관련 고정관념을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데에 이용하며, 한 연령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이것은 

어떤 나이에서건 자기지향 연령주의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노년에 도달하면, 아동기에 

내재화되고 수 십년 동안 강 화 된 나 이듦 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변할 수 있다(63). 

실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인이라는 

집단에 대해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표현하는 부정적인 

태도와 비슷한 수준의 태도를 보인다(75). 예를 들어 

미국의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연방 프로그램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반대는 나이듦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63).

고 정 관 념 에  따 른  행 동 은  또 한  고 정 관 념  위 협 

(stereotype threat)이라고 알려진 것을 통해 촉발될 

수 있다. 고정관념 위협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신이 강화할 것을 걱정하여 과업 

수행 시 기량 발휘를 못할 때 발생한다(76, 77). 예를 

들어, 노인은 운전 면허 시험이나 인지검사에서 더 

낮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은 노인들은 운전을 잘 

못한다거나 정신적으로 둔하다는 고정관념을 자신이 

강화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더욱이, 고정관념에 

따른 행동을 함으로써 노인들은 만연한 태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나이 관련 편견과 차별이 횡행하는 데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1.3  연령주의와 다른 “차별주의”들
(-ISMS)

연령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같은 다른 

“차별주의”들(-isms)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 다른 

“차별주의”들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부동의 하위집단에 대한 편향을 수반하는 데 반해, 

연령주의는 변하는 대상에 대한 편향을 보인다. 사람들은 

삶의 어떤 시점에 있는가에 따라 다른 연령 집단에 

속하므로 시간에 따라 연령주의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령주의와 다른 “차별주의”들 간의 또 다른 차이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는 것이다.  또한, 

연령주의는 다른 “차별주의”들에 비해 더 허용되고 이의 

제기를 덜 받는 경향이 있으며(1, 78), 유럽 28개국에 

걸쳐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보다 더욱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79).

연령주의는 성차별주의나 장애인차별주의 같은 다른 

형태의 편견과 함께 작용하여 약점을 악화시키고, 

따라서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0–82) . 점차 많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차별주의”들 간의 상호작용과 교 차 성을 다루고 

있다. 연령주의와 장애인차별주의, 그리고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비교적 자세히 조사된 두 가지 형태의 

교차성이다.

1.3.1 연령주의와 장애인차별주의

장애인차별주의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말한다. 연령주의와 장애인차별주의는 자주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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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방식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다(4).

예를 들어, 노인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고정관념(즉, 

따 뜻하지만 무 능하 다) 은 장 애를 가 진 사 람들 에 

대한 것과 같아서 서로 강화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노인이 보이는 다양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20). 또한 노년기의 장애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83, 84),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85).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떤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공적인 

나이듦(ageing)의 주안점을 노년기의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에 두는 담론은 연령주의와 장애인차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을 것이다(86). 

젊은층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특히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젊은 사 람들 은 활동 적이고 독립적이며 

신체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갖는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87).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라는 문화적 규범을 위반하기 때문에 경멸 받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지원과 동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는 장애와 인지된 차별의 연결 고리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일할 나이의 성인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밝혔다(88).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나이대의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나이가 많거나 적은 취급을 

받는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노인이나 

능력과 독립성이 제한된 아이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89). 동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 목표 등이 연령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연령주의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90).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상자 당 정부 지출이 

장애가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훨씬 높으며, 그들이 

거절한 돌봄 옵션(예, 제도적 돌봄)은 흔히 노인에게는 

용인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90). 스웨덴의 장애 정책의 

경우, 장애를 가진 노인에 비해 아동이나 젊은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1). 이는 장애 인구 

중 노인이 불균형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85).

1.3.2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

노년기 성차별주의와 연령주의의 결합된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성 노인이(노인 남성, 젊은 남성 및 젊은 여성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젠더화된 연령주의(gendered ageism)”라는 

용어는 나이와 성별의 교차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마주치는 연령주의의 

차이를 지칭한다(92, 93). 가부장적 규범과 젊음에의 

집착이 남성의 지위와 비교하여 여성의 지위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종종 이중의 위험 상황에 

처하게 한다(94). 이 이중의 위험은 여성 노인의 신체적 

외모가 남성 노인의 신체적 외모와는 다르게 판단되는 

이유를 설명한다(95-99). 많은 문화권에서 머리가 세고 

주름이 있는 남성은 위엄 있고, 현명하며, 노련하게 보는 

데 반해, 머리가 세고 주름이 있는 여성은 매력적이지 

않게 여긴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머리염색이나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해 나이듦의 징후를 숨겨야 하는 

더 큰 압박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100-102) 계속 커지는 

안티에이징 뷰티 산업의 표적이 된다(103).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 간의 교차가 나타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은, 나이 든 과부들에 대한 차별과 ‘마녀’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마녀’에 대한 고발이 만연하며, 이로 

인해 여성 노인들이 불운과 질병 및 죽음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곤 한다(104). 세계 여러 

곳에서 나이 많은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되거나 

차별을 받는다. 예를 들면, 남편과 공유했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거부되기도 한다(105, 106)(2장, 2.2 절 참조).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에서 여성 

노인들이 예방적 진료 및 치료에 접근할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미국에서 수행한 

여러 연구는 여성에 비해 남성 노인이 일반적으로 더 

철저한 건강 검진, 더 많은 후속 치료 및 증거 자료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은 

예방적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더 높다(107-110).

고용에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서 받는 

불이익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연령대에서 여성이라는 사실은 나이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켜(60, 101), 여성의 경력뿐만 

아니라 노년기 연금 수령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92). 남성 노인과 비교해, 여성 노인은 

일반적으로 근로 기간이 짧고, 수입이 적으며, 연금을 

받거나 은퇴를 대비한 상당 한 저축 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

1.3.3 다른 “차별주의”들

연구 는 주로 연령주 의(age ism)와 장 애인차 별 

주의(ableism) 및 성차별주의(sexism)와의 교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연령주의와 교차하는 

인종차별주의(racism), 계급차별주의(classism), 

이성애중 심주의(heterosex ism),  동 성애 혐오 

(homophobia) 및 성전환자 혐오(transphobia) 등을 

포함하여,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형태 만큼이나 많은 

연령주의와의 교차점이 존재할 것이다.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나, 연구 분야가 커지고 있는 

중요한 교차는 연령주의와 인종차별주의 간의 교차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젊은 흑인 여성이 정신 건강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 데 낙인(stigma)이 장벽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111). 미국의 소수집단 여성은 백인 

남성을 포함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나이에 근거한 

부당한 처우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112).

또 한가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 교차는 연령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 및 성적 지향의 교차이다(113-115). 

많은 비교 문화 연구가 나이, 성별, 성적 지향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등이 민족과 계급에 기반한 

배제의 형태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배제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불평등(또는 기회)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조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질적 연구는 나이 든 레즈비언들이 의료 서비스 체계 

등에서 동성애 혐오, 이성애중심주의, 연령주의를 

빈번히 경험하고 있음을 보였고(116), 나이 든 흑인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는 흑인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지향을 숨기며,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17).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이듦의 과정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주의는 성차별주의, 장애인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등 다른 “차별주의”와 상호작용하고 

교차하여 불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에서 이러한 진보가 있었으나, 연령주의와 다른 

“차별주의”들 간의 교차 및 그로 인한 다수의 복합적인 

차별의 형태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1.4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이  장 에 서 는  연 령 주 의 가  무 엇 인 지 와  어 떻 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연령주의는 

연령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어떻게 

생각하는가), 편견(어떻게 느끼는가), 차별(어떻게 

행 동 하 는가 ) 을  일 컫 는 다.  연령 주 의 는  세  가 지 

수준(제도적, 대인적, 자기지향적)에서 나타나는데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묵적일 수도 있다. 나이에 근거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은 상호작용하여 서로 강화한다. 

연령주의는 생애 초반기에 시작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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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는 성차별주의, 장애인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등 다른 “차별주의”와 상호작용하고 교차하여 불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연령주의의 정의는 수십 년 

동안의 개선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령주의 연구자들이 

상당 부분 합의하고 있다.

연령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향후 우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의의 사용을 촉진하여 연구와 

실행의 교차 문화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연령주의를 지칭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여 번역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  주요 이해 당사자들(특히 중·저소득 국가)사이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문제의 공통된 

이해를 함양하고, 행동을 촉진한다.

 ·  연령주의와 다른 “차별주의”들의 교차 방식에 대한 

연구를 심화한다. 이러한 연구는 연령주의와 다른 

형태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과 맞서기 위한 행동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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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 한번 만나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기껏 의사를 보아도 

어떤 의사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지도 않아요. 제대로 진찰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의사에게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흔히 나이 

때문이라고 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으니, 어디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무력한 느낌입니다. 하소연한들 

들어 주기나 할지 모르겠어요. 

베라(Vera), 82세, 키르기스스탄 

ⓒMalik Alymkulov/ HelpAg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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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도적 연령주의

제도적 연령주의는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제공 기관, 직장, 미디어, 

법 관련 시스템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2.1.1 보건 및 사회적 돌봄에서의 연령주의

보건 서비스의 나이별 할당은 널리 퍼져 있다. 2020년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149개 연구의 85%(127개)에서 특정 의료 

절차나 치료를 받는 데에 나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 

미국의 5개 의료 센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망율이 높은 질병이 

있는 환자 9천 명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생명 유지 치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나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산소 호흡기 지원, 수술, 투석 

등을 중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소 호흡기 지원의 경우,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비율은 환자의 나이가 10년 증가할 때마다 15%씩 

증가했다. 수술 중단율은 10년당 19%, 투석은 12%였다(2).

노인들은 질병의 전체 부담 및 처방약과 치료 이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건강 연구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에서는, 연령에 따른 건강 연구 배제에 관한 

관련성을 조사한 49개의 관련 연구 전체에서 연령주의의 증거를 

찾아냈다(1). 이들 연구는 심장학, 내과, 신장학, 신경학, 예방의학,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는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제공 기관, 직장, 

미디어 등 여러 기관에 폭넓게 퍼져있다. 

연령주의는 모든 인구에 걸쳐 만연하다:

 · 전 세계 2명 중 1명은 연령주의자이다;

 · 유럽에서 노인 3명 중 1명은 연령주의의 피해자라고 보고한다.

연령주의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 일반적이다.

이	장에서는	제도적	연령주의,	대인	연령주의와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규모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2.1절은	제도적	연령주의가	다양한	

제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그	범위를	알아보고,	2.2절은	전	세계	대인	

연령주의의	만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살펴본다.	

2 . 3절에서는	 많지	 않으나마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진	바를	

개관한다.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의	규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노력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정신의학, 류머티스학, 종양학 및 비뇨기과 등 연구 

질환의 다수가 노년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임에도, 

임상 시험에서 노인이 체계적으 로 제외되었음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러 임상 시험에 등록된 환자들은 일반 인구의 

실제 환자 분포를 대표하지 않으며, 치료의 안전과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노인 인구에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1). 주로 노인 인구에서 발병하는 파킨슨병 

연구는 이러한 배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파킨슨병 

환자를 모집한 연구 206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거의 50%의 연구에서 79.3세 이상의 노인은 

배제되었다(3).

보건 및 사회적 돌봄 분야 종사자들이 환자에 대해 

보이는 연령주의적 태도는 높은 것으로 인식되나 

명확하지 않다(4, 5). 보건 서비스 종사자(예, 간호사, 

일반 보건 의료 제공자, 의대생 및 간호대생)들의 

연령주의를 조사한 12개 문헌검토 결과 증거자료들이 

모순되고 결정적이지 않으며, 다수의 경우 연구의 질이 

떨어졌다.

이 검토 결과는, 연령주의가 제한된 의료 서비스 접근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감안할 때 보건 및 사회적 돌봄 분야 

종사자들의 연령주의에 대한 양질의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한다(5). 2017년 노인 돌봄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가 드물고, 

제한된 증거 또한 간호사 들의 태도가 복합적이고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렸다(6).

일부 연구는 또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노인 환자들을 

다루는 데에 적합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임상 기술이 부족하고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어 노인 환자 들 을 꺼린다는 점을 

보여준다(7).

장기요양을 비롯하여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8), 

장기 요양 을  비 롯 한  사 회적  돌 봄 에 서  발 현 되 는 

연령주의에 관한 연구는 특히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제한되고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소수의 

연구는 장기요양에서 연령주의가 명백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한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환자 대부분이 돌봄 제공자와의 의사소통을 

연령주의적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돌봄 

제공자들은 통제적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를 유아화 

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패턴의 의사소통을 이용하였다(9). 

이스라엘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의 

부족, 노인 입소자들의 대상화, 그들의 필요에 대해 

일상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비용을 

절약하려는 행위 등을 통해 연령주의가 분명하게 

드러났다(10).

호주에서 시행한 몇몇 조사와 검토에서도 장기요양 

부문에서 연령주의가 존재함을 밝혔다. 예를 들어, 

노인 대상 서비스 유형, 노인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  노인의  기호 와  능 력에  대한  추 정  등 에 서 

연령 주 의가  배어  있 음 이  밝 혀 졌다.  이에  따 라,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 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양로원 시설의 질과 안전에 대한 

국정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에 인권의 관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존재하는 연령주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제안을 했다(11).

나이에 근거한 편향은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의료인이 찾는 정보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노인 남성보다 중년 남성에게 성적 병력을 훨씬 자주 

물으며(12), 이는에 따라 성병(STDs) 및 기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장, 3.1절 

참고).

보건 및 사회적 돌봄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만연한 

연령주의의 또 다른 사례는 사회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찾을 수 

있었다(상자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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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2.1
연령주의와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19) 발발을 

팬데믹으로 선포했다(13). 세계적으로 노인층이 젊은층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질환치명률(case-fatality rate)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5). 이 질환의 치명률은 면역, 

심혈관 및 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저질환은 노년기에 

흔하다(16, 17).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의 40% 이상이 장기요양 시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일부 고소득 국가의 관련 시설에서는 80%에 이르기도 했다(14).

코로나19는 전 세계 많은 노인들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적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몇몇 국가에서 보건 서비스 및 기타 주요 자원의 

접근에 대해, 특히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있음이 보고되었다(18, 

19). 예를 들면, 산소 호흡기나 중환자실(ICU) 접근과 같은 일부 희소 자원은 일부 상황에서 

생활나이(chronological age)에 따라서만 할당되었다(20). 생활나이는 생체나이(biological 

age)나 단기 예후와 제한적으로만 연관되어 있고, 노인층이 이 팬데믹의 가혹한 결과에 가장 큰 

피해자임을 감안하면 이는 비윤리적이고 연령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21, 22).

다른 국가에서는 생활나이가 신체적 격리 조치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처음에 70세 이상 노인들은 4개월간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고(23),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는 노인들은 전염병 발발 중 몇 주간 집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24). 

콜롬비아(25)와 세르비아(26)에서는 봉쇄조치가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많은 국가에서 

봉쇄조치의 해제 전략은 생활나이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 예를 들어,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AE)의 

몇몇 도시에서는 60세가 넘는 사람들은 격리 기간 후 재개한 쇼핑몰과 레스토랑에 입장이 

금지되었다(27).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는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격리 후에 재개된 

메트로 마닐라의 4개 철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다(28).

생활나이를 신체적 격리 조치나 격리 기간 연장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노인층의 매우 

다양한 가능성과 필요를 무시하는 차별적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격리와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인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며,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체제가 노인층이  

갖고 있는 의료 및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안겨줌으로써 결국 노인들의 건강과 

웰빙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29-31). 또한 팬데믹 기간 중 노인들을 전통적인 사회 연결망(즉, 

가족, 친구, 전문 돌봄 제공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것은 장기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을 높은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다(32-34). 게다가, 노인들만 물리적으로 격리할 것을 

요구하거나 젊은이들이 그들의 조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집에 있으라고 권고함으로써, 이 질병이 

“노인 질환”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젊은층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공공 보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35).

연령주의는 또한 뉴스와 미디어가 팬데믹을 보도할 때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다른 연령대와 상당히 

다른 균질적이고 취약한 집단으로 그리는 것에서도 드러난다(36). 노인을 쇠약하고, 취약하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노년에 나타나는 엄청난 다양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위험에 노출된 인구 집단을 파악하고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서 보이듯, 젊은이와 노인을 둘러싼 연령주의적 담론은 세대 간 대립이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노인과 코로나19 관련 트위터 커뮤니케이션 전체의 약 1/4이 연령주의적이라 

분류된다(37). 비교할 만한 중국의 웨이보 플랫폼 연구는, 코로나19 및 노인과 관련된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노인층의 사회 기여에 대한 것이었으나 노인의 취약성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도 있었음을 

발견하였다(38). 스페인에서는 전국 2대 신문사의 501개 헤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이중 358건(71%)이 노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음이 밝혀졌다(3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지침이 되어 온 코로나19의 수학적 모델 역시 자주 장기요양 인구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누락은 통계 및 

데이터에 존재하는 연령주의의 한 형태이다(40).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양한 상황에서 연령주의를 드러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와 결속을 반영하는 많은 

긍정적 참여 기회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정보가 노인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고(41), 노인의 정신 

건강 캠페인이 수행되었으며(42), 격리 기간 동안 노인들의 소통을 돕기 위해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지원 또한 개발되었다(43). 노인들 역시 전화 서비스(helpline)에 응답하여 아이들의 숙제를 원격으로 

돕고, 은퇴한 의료종사자의 경우에는 잠시나마 복귀함으로써 많은 연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자의 내용은 2020년 5월과 8월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에서 “연령주의(ageism)” 및 

“코로나19(COVID-19)” 또는 “코로나(corona)”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반복한 빠른 문헌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관련 논문을 찾으면, 추가 논문을 찾기 위해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인용문헌(cited by)” 

및 “관련 자료(related to)” 기능을 사용한 검색으로 초기 검토를 보완하였다. 누락된 논문을 찾기 위해, 

“미디어(media)”, “정책(policy)”, “봉쇄(lockdown)”, 환자분류(triage)”, “장기요양(long-term care)”, 

“요양원(nursing homes)”, “거주 돌봄(residential care)”과 “코로나19(COVID-19)” 또는 “코로나(corona)” 

등 더욱 구체적인 검색 용어도 사용하였다. 같은 검색 전략이 구글 검색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증거자료의 

체계적 문헌고찰이 아니었으므로 젊은이와 노인에 관한 다른 종류의 연령주의의 발현에 대한 문헌이 

누락되었을 수 있다.

2.1.2 직장의 연령주의

여러 리뷰는 직장의 연령주의가 채용 중, 고용된 후, 

해고 및 퇴직 절차 기간을 포함한 근무 주기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 44-47) . 직장의 

연령주의는 3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노인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개 연구를 포함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고용주들이 나이가 적은 지원자에 비해 나이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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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를 채용할 개연성이 낮았으며, 일단 고용되어도 

나이 많은 직원들은 교육의 기회가 적었고, 직장에서 

연령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일찍 퇴직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발견했다(1).

직장에서 나이 든 직원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요약한 메타분석에서 나이 많은 직원의 채용 

과정, 승진, 인사 고과 및 대인관계 기술 평가 등이 모두 

연령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44). 

아래 제시된 사례들은 다양한 직무 주기 단계 중에 

발생하는 연령주의를 보여준다.

다양한 부문(예, 서비스, 영업, 회계 업무)에서 젊은 

지원자들은 중년이나 노년 지원자들에 비해 면접을 보고 

채용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48).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고용주들에게 동등한 특성을 가진 나이 많은 지원자와 

적은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여주었을 때, 6개 직업군에서 

중년 지원자에 비해 젊은 지원자들을 선호하였다(49). 

이 연구에서 28세의 지원자가 면접 요청 전화를 받을 

비율은 38세 지원자에 비해 77% 높았다. 나이 든 

지원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불이익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종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50, 51). 이 연구 결과는 유럽 사람의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의 구 직자 들에게 나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만, 16%만이 나이가 

30세 이하의 구직자에게 불리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발견한 2015년 대중 인식 조사와 맥을 같이 한다(52).

연령주의는 피고용인의 교육 기회 접근에 영향을 미쳐 

나이 많은 직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스위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 직원의 53%가 나이 

많은 직원들이 더 교육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52%는 

이들이 도전적인 일에 관심이 적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53). 유럽의 건강, 나이듦과 은퇴에 대한 

조사(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및 스페인에서 50세 

이상의 모든 피고용인의 절반 가까이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음을 발견했다(54). 

연령주의는 또한 나이 든 직원들의 조기 퇴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벨기에의 나이 든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그들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향이 높았다(55).

2.1.3 연령주의와 미디어

연령주의는 미디어에서 만연하다(56-59).  TV와 소셜 

미디어, 인쇄 매체 등의 표상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노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포함한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고, 우리 자 신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를 형성하므로 매우 

중요하다(58). 

1982년에서 2020년 사이 유럽과 북미의 인쇄 매체, 

TV 광고 및 프로그램에서 노인의 시각적 표상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 25건을 검토한 결과, 1990년대까지는 

노인 들 이  미디어 에 서  적 게  나 오 고  부 정 적 으 로 

그려졌음을 발견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여전히 

노인들이 적게 나왔으나, 노인을 매력적이지 않고, 

불행하며, 건강하지 않으며, 외롭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활동적이고, 삶을 즐기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존재로 보는 새로운 

고정관념으로 변화되었다(58). 이렇게 긍정적 나이듦의 

묘사로 넘어간 배경에는 좀 더 미묘한 형태의 연령주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즉, 말년의 건강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며 자원 접근의 불평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암시가 그것이다(58). 

미디어에서 노인이 적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연구가 있다. 첫번째 연구는 미국의 TV 등장인물 중 

1.5%만이 노인이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단역이었고, 

신체적, 인지적, 성적 무 능함 이라 는 고정관념을 

바탕으 로 흔히 우스꽝스럽게 묘 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60). 두 번째 연구는 독일의 프라임 타임 

TV 시리즈를 분석한 결과 주요 등장인물의 8.5%만이 

노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61). 

소셜미디어의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00개의 트위터 메시지(tweet)를 기반으로 

한 트위터(Twitter)에 나타난 나이듦과 노인의 표상에 

관한 연구에서 트위터 메시지에 사용된 언어가 흔히 

노인을 영향력이 없고, 취약하며,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과, 나이듦을 거부하고, 지연시켜야 하거나 

감춰야 하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밝혀냈다(62) . 354개 트위터 

메시지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43 개)가 

연령주의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63). 노인과 

관련된 페이스북(Facebook)의 84개 그룹을 분석한 

연구는 그룹 내에 연령주의가 만연함을 발견했다. 그룹 

소개 글을 분석한 결과는 한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이 

나이와 관련된 부정적 고정관념에 집중함을 보여주었다. 

74%(62/84)는 노인들을 비난했으며, 27%(23/84)는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했고, 37%(31/84)는 

노인들이 쇼핑 등 공공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64). 

노인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는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아 메 리 카,  유 럽 ,  동 남 아 시 아 와  서 태 평 양  등 의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에 걸친 국가에서 매스 

미디어가 노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조사한 25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사회 간에,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밝혀냈다(57). 

예를 들어,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의 인쇄 매체에서는 

취약성이 지배적 주제였고(65), 중국 매스 미디어에서는 

노인에 대한 효도가 우세했다(66, 67). 한국과 미국의  

프라임 타임 TV 광고에서 묘사된 노인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노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더욱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다(68).

일본의 5대 주요 상업 TV 방송국에서 나온 TV 광고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1997년에 비해 2007년 

노인들이 더 호의적으 로 묘 사되었으며, 더 자 주 

등장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적게 나오고 있었다(69). 

나이지리아 학생들에게 나이지리아 영화에 나오는 

노인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묘사하라는 질문을 

한 연구에서 그들은 노인들이 “사악하고”, “나약하며”, 

“불쌍하고”, “악마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70). 

연 령 주 의 와  성 차 별 주 의 는  미 디 어 에 서  서 로 

상호작용한다. 할리우드 영화 2천 편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대화 분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38%의 대화를 22-31세 여성이 

차지하고 20%는 42-65세 여성에게 돌아갔다. 반대로, 

남성 배우는 65세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대사 분량이 

늘었다. 65세가 되면 그들은 늙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남성은 대화의 5%, 여성은 

3%만을 말한다(71).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디어에서 

훨씬 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보고되었다(61, 68, 72, 73). 

2.1.4 연령주의와 법률제도

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는 입법 

행위, 법적 소송 절차 및 결과에서 임의적인 연령제한을 

두는 점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임의적 연령 제한의 

예는 환자의 고유한 수용력과 관계없이 장기이식을 위한 

연령 상한선을 지정하는 법률(74), 생활나이만을 근거로 

퇴직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이 포함된다(75, 76).

법적 소송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연구는 연령주의의 

실재에 관해서도 확인해 주었다. 이스라엘의 연구는 

노년층 여성들에게 노년의 이혼 소송 절차 중 그들의 

법적 경험에 대해 물었다. 이 여성들은 변호사와 판사가 

그들 을 대하 는 방식에서 연령주의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77). 나이듦과 노인에 대한 변호사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는 나이듦에 대한 지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노인 고객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중립적이고 비연령주의적이었다(78).

또 다른 연구는 연령과 성별이 증인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했다(79). 이 연구에서는 약 13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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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들이 다양한 성별과 연령(49, 69, 79 또는 89 

세)의 증인들의 사례 요약서 및 증인 진술서를 읽었다. 

연구 결과 나이가 많은 증인이 젊은 증인보다 신뢰도가 

낮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인이 

아닌 남성 노인이 중년 증인들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1.5 기타 제도적 상황

연령주의는 주거, 기술, 금융,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방식 등 다양한 

기관과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연구적 관심은 

많지 않았다.

주거

주거 부문에서는 잠재적 세입자 선별 시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 퇴거 요청 방식 등에서 나이에 기반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80).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층 세입자에 대한 차별은 몇 가지 요인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은 노인층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화재와 같은 

과실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 노년층 세입자는 장기간 

거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는 우려 

등을 포함한다(81). 연령주의는 또한 노인층의 주택에 

관한 접근성 부족, 미비한 안전성 및 빈약한 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82).

기술

기술 은  노인 들의  삶을  나 아지게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연령주의에 의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만들어 놓았다(83-85). 예를 들어, 

노인은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85).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 디자인을 평가하는 포커스 그룹에 노인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이유 또한 설명할 수 있다(84).

금융 제도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다양한 신용 및 대출제도는 

노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때때로 노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여성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은 연령주의가 어떻게 

성차별주의와 교차하는지에 대한 또다른 사례가 된다. 

여성은 흔히 독립적인 수입이 없고, 담보로 쓸 수 

있는 토지와 같은 고정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사업이나 정식 고용 부문에 관한 경험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들이 언급된다(86, 87).

고 소득국가의 금 융 기관은 연령주의가 만연함을 

인정한다(8 8 ,  89) .  하지만 금 융 서비스 부 문의 

연령 주 의 에  관 한  연 구 는  극 히  드 물 다.  영 국 의 

금융행위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은 금융 서비스에서 연령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연령이 금융 상품 

가격 책정에 위험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고, 금융 기관은 

특정 연령 집단에 상품 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이나 인종은 해당되지 않음). 예를 들어, 보험사고는 

전 연령대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종 여행보험 상품 대부분에는 연령 상한이 있고, 

담보 대출이나 개인 건강 보험료가 노인에게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90, 91).

자연재해 및 분쟁 관련 긴급상황

자연재해 및 분쟁 관련 긴급상황 중 노인에 대한 방임은 

최근 몇 년간 더 두드러졌다(92-97). 노인은 자연재해와 

분쟁 등 긴급상황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며 그 수는 

늘고 있다(92). 예를 들어, 그림 2.1은 자연재해가 노인 

들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93). 

노인들은 인도주의적 대응으로 할당된 구호기금에서도 

배제된다. 2016년 보고서는 유엔 통합지원절차(UN 

consolidated appeals process)를 통해 전달된 

인도주의적 구호 기금을 조사했는데, 이를 인도주의적 

사업에 노인의 구체적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대리 지표로 활용하였다(94). 그 결과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수행된 16,221개의 사업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타 취약 집단과 함께 노인을 포함시킨 

활동이 한 개 이상 이루어진 사업은 단 6%(1,009개)에 

불과했고, 여기에서 51%(513개)의 프로젝트에만 자금이 

조달되었다. 

그림 2.1. 네팔과 필리핀의 자연재해 피해자와 사망자의 

연령별 인구 비교

출처: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의 허락을 받아 재수록(9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통계와 데이터

연령주의는 또한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노인에 대한 데이터를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을 해도 세분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많은 공공보건 데이터는 15-49세 

여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모든 데이터를 60세 이상(>60 

세) 또는 65세 이상(>65 세)의 단일 연령 집단으로 합쳐 

노인층의 엄청난 다양성을 가리고 있다.

부양 비율(dependency ratio)은 [노인 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 인구(15-64 세)] 등의 방식으로 

계산 되는데, 이 지표의 사용은 사실상 모든 노인이 

종속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주의의 

예시가 된다. 사실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은 자녀나 손자녀에게 현물 및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들은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한다. 퇴직 

급여가 없거나 제한된 국가에 사는 많은 노인들도 가능한 

오래 공식 또는 비공식 부문에서 계속 일한다(98). 

부양비율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언급되는 세 번째 예는 조기 사망률(premature 

mortality) 지표로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70세 

생일 전에 사 망 할 3 0 세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 

지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용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면서 “건강 자원의 할당과 데이터 수집에서 

노인층 을 차 별한 다 는 강 력한 신호”로 해 석되어 

왔다(99).

교육

교육은 연령주의를 막 주목하기 시작한 주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2014년 55세 이상 성인 약 30만 

명이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하였으며, 70세 이상 인구의 

21.5%가 어떤 형태로든 평생학습이나 성인 교육 기관을 

다녔다(100).

미국 고등교육에서 연령주의는 역사적으로 연령을 

기반으로 분리된 고등교육 구조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나, 

학업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노인 스스로 갖는 부정적 

태도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이나 지원 

서비스(예, 기술적 도움)의 부족과 같은 연령주의의 

구조적 장벽이 흔히 노인이 공부하는 것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101).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 부문에서의 

연령주의에 관한 증거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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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인 연령주의

이 절에서는 대인 연령주의의 확산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국가 및 문화에 걸친 연령주의적 태도의 

확산과 보고된 연령주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2.2.1 연령주의적 태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6개 세계보건기구 

(WHO) 지역을 포괄하는 57개국 8만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근거한 대인 연령주의의 확산 

추정치에 따르면, 적어도 두 명 중 한 명은 중간 정도 

또는 매우 연령주의적 태도(즉, 고정관념과 편견)를 갖고 

있다(102).

이 연구는 또한 연령주의적 태도에 따라 국가들을 

낮음-중간-높음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57개국 중 

34개국이 중간 또는 높은 범주에 해당하였다(그림 2.2 

참고). 연령주의가 가장 널리 퍼진 곳은 저소득 그리고 

하위 중소득 국가(예, 인도, 나이지리아 및 예멘)였다. 

저소득 그리고 하위 중소득 국가의 조사 응답자 39%가 

연령주의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가량(48.3%)이 저소득 그리고 하위 

중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저소득 국가의 9.3%와 하위 중소득 

국가의 39%가 그러하다(103).

연령주의가 낮게 나타나는 곳은 고소득 국가(예, 호주, 

일본 및 폴란드) 이다. 고소득 국가 응답자의 69%가 

낮은 연령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어 저소득 국가와 하위 

중소득 국가의 18%와 대조를 이루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분포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결과는 고도의 연령주의적 태도가 젊은층과 

남성에게서 약간 더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102) .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서 이전의 

많은 연구에 비해 연령주의에 관해 더욱 종합적인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상자 2.2 참고).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구대비 가장 큰 비율로 ‘중간 또는 고도의 연령주의적 

태도’(각 85.2%와 86.4%)를 가진 두 지역이었고, 

서태평양 지역은 가장 낮은 인구 비율(36.6%)로 ‘중간 

또는 고도의 연령주의적 태도’를나타내었다(그림 

2.3 참고). 데이터 심층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에서 남녀 간의 연령주의적 태도에는 이렇다 할 

차이가 없는 것을 드러냈다(102).

국가와 문화권별 연령주의

국가 및 문화권별 연령주의 비율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위에 제시된 57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은 세계적으로 연령주의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며 저소득 국가와 하위 중소득 

국가에서 가장 높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5년에는 논문 37편을 검토하여 연령주의의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더 깊이 연구했다(104) . 출발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예,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및 베트남)의 문화가 효도에 

바탕을 둔 더 강한 집단주의적 전통 때문에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영어권 문화(즉,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유럽 

지역(예,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및 스웨덴)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에 있었다.

분석 결과 반대 패턴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영어 

문화 권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유럽 지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 

비해 노인을 더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이 검토에 따르면 중국, 일본 및 한국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 안에서 노인에 대해 가장 높은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비영어권 유럽인은 북미나 기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노인에 대해 가장 높은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프랑스와 스위스의 두 국가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 

사람들보다 노인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최근의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도 보인다(5장 참고).

이를 비롯한 다른 결과도 노인에 대한 현재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리적 일반화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함을 강조한다(104, 105).

아랍 문화권의 나이듦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2019년 검토는 7개의 실증연구를 확인했다(107). 검토 

결과는 결론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며 일관성이 없어 더 

많은 개선된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연구는 다른 연구 

대상국(예,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비해 아랍 문화권에서 

나이듦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자 2.2
연령주의 측정 척도의 질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측정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즉, 질)를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이 실시되었다(106). 연령주의 측정 척도 11개를 확인하였으나 나이듦에 관한 기대 

척도(Expectations Regarding Aging Scale)만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최소 기준 세 가지를 

만족시켰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연령주의에서 고정관념 차원만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 척도는 연령주의의 나머지 두 차원인 편견과 차별을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척도도 높은 

비교 문화 타당도를 갖지 않았으며, 이것은 국가 간이나 문화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이 되고 있다. 또한, 암묵적 연령주의의 다양한 측정 방법 중 어느 것도 최소 세 연구에서 

평가되지 않아 검토 작업에 포함할 수 없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다른 연령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주의나 제도적 연령주의 측정에 사용되는 척도의 질에 관해서는 더욱 알려진 바가 없다.

검토 결과 연령주의의 발생에 대한 기존의 추정치는, 종종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행해졌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연령주의의 모든 다른 차원의 규모와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과 검증이 시급하다(106).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연령주의의 

측정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므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그 협력자들은 이러한 척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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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를  들 면,  아 랍  문화 권에 서는  노인에  대해  더 

관용적이고, 노인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더 

강했으며, 효도에 대한 관념도 더 높았다. 하지만, 가끔 

동일한 국가에서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도심 및 전원지역)와 교육 

수준 등의 차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존경을 규정하는 사회 

규범의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응답자가 

노인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데 주저하게 

만들 수 있지만, 노인 일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시간에 따른 연령주의

영어권의 제한된 증거가 보여주듯이, 노인과 관련된 연령 

고정관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부정적으로 변해왔을 

수 있다(108, 109). 하지만 연령주의의 역사적 추세에 

대한 세계적 데이터는 부족하다. COHA(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 1810-2009) 4억 단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 고정관념은 

지난 2백 년간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왔고, 1880년 

즈음을 기점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했다. 이 전환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요인은 나이듦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는 것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108).

180 0년에서 20 0 0년 사이에 출판된 50 0만 권 

이상의 픽션과 논픽션 책에 나타난 단어 빈도를 차트로 

표시하는 구글 도서(Google Books)의 검색엔진, 

엔그램 뷰어(Ngram Viewer)를 사용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00년대 초부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용어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109).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년간 문학에서 젊은 

여성과 노인 여성이 적게 나왔으며,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1900년에는 “남성노인(old man)”이라는 

단어가 “여성노인(old woman)”이라는 단어에 비해 세 

배 이상 자주 나타났다.

2.2.2 대인 연령주의의 경험과 인식

연령주 의적 태도를 가 진 사 람들의 비율 을 아 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수치들 은 불완전하고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태도에 대한 데이터는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실제 태도와 행동을 

반영하는 응답을 선택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답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110). 이러한 태도 데이터 이외에도 연령주의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수치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연령 기반의 차별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는 주로 유럽국가에서 확보되고 있으며, 인식한 

연령 차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

유럽 28개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었다고(즉, 나이 때문에 

모욕당하고, 학대당하고, 서비스를 거부당한 경험) 

보고했다. 연령주의 보고 비율이 더 높았던 유일한 

연령집단은 15-24세 집단이었다(5장 참고).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에 의한 차별보다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도 보고했다(그림 2.4 참고)(111). 

유럽연합(EU)의 55세 이상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또는 상당히 만연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의 비율에 관한 

최근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 결과는 불가리아인 3명 

중 2명(63.1%)이라는 높은 수치부터 덴마크인 4명 중 

1명(23.6%)이라는 낮은 수치까지 다양하다(그림 2.5 

참고)(112).

그림 2.2. 국가별 연령주의적 태도(고·중·저) 지도

그림 2.3.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별 중·고도의 연령주의적 태도를 가진 인구 비율(102, 데이터 심화분석)

주: 비율은 각 지역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종합 데이터에만 적용한다(예, 세계보건기구 지중해 동쪽 지역의 12개 국가).



36  37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02 장

세계 다른 지역의 연령주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일부 국가별 연구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50세가 넘는 인구의 

국가 대표 표본에서 조사 대상자의 16.8%는 지난 해 

어떤 형태로든 차별의 대상이었던 적이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시골 지역 거주자보다 도심 지역 

거주자에게서 더 높았고, 보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직장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113).

과부에 대한 차별과 ‘마녀 혐의’로의 기소는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나이 든 

여성들을 이중 위험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가에 

대한 사례이다.

주로 나이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부에 대한 

차별(전 세계 2억 5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 과부)과 ‘마녀 

혐의’로의 기소는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나이 든 여성들을 이중 위험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가에 관한 사례이다(114-116). 과부에 대한 

차별과 마녀 혐의 기소의 정확한 규모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는 드물지만 이 현상은 널리 일어나고 있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5, 117, 118). 과부라는 지위, 성별 및 

흔히 나이 등과의 교차에 근거한, 과부가 대상이 되는 

불공평의 형태는 다양하고, 일부는 널리 퍼져 있고, 

일부는 문화권에 따라 더 특정하게 나타난다.

한 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및 

중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과부 재산의 절도와 

상속 거부이다(118). 또 다른 예로는 과부에 대한 사회적 

따돌림, 재혼 금지 및 이른바 세척의식 등 전통적인 

과부에 대한 관습이 있다. 이 세척의식은 일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때때로 과부가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 시형제 또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115, 118).

주로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마녀 혐의 기소’는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에 서 자 주 일어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법행위의 혐의를 받은 여성 

노인들은 배척되어 방임되거나, 지역사회에서 쫓겨나 

추방되거나, 화형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슬에 

묶이고, 일부는 죽임을 당한다(115, 118). 일례로, 

탄자니아연방공화국에서는 2004년과 2009년 사이 

노인 여성 약 2천 5백 명이 ‘마녀 혐의’를 받은 후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19).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나이 든 

여성 수백 명이 ‘마녀 혐의’를 받고(les mangeuses 

d’âmes 또는 soul eaters로 불리며)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당했다(120). 북부 가나에서는 ‘마녀 혐의’를 쓴 

노인 여성 1천여 명 이상이 고향에서 추방되어 임시 

캠프에서 지내고 있다(121).

2.3 자기지향 연령주의

자기지향 연령주의는 3장에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국가 간 인구 비교 연구 는 희소하다. 

파나마의 연구에서는 18-65세 응답자의 거의 절반 

(46.3%)이 주로 개인의 신체적 부족에 대해 적어도 한번 

자기지향 연령주의에 빠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122). 

몇몇 연구에서는 가끔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대리 

지표로 간주되는 나이듦의 자기 인식(즉,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갖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 인종, 민족 및 교육 등 다 양 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이듦에 대한 자기 인식 

분포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한 독일 연구에서는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이 중년에는 증가하다가 

말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3). 성별과 자기 

인식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124-126).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저소득이며 저학력인 

사람들에 비해 나이듦에 대해 긍정적 자기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123, 127).

그림 2.4. 2008–2009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응답자 중 나이, 성별, 인종 및 민족적 배경으로 

인한 부당 대우 경험 비율을 연령 그룹별로 정리

출처: Abrams et al.(111)의 허락 하에 재수록

그림 2.5. 유럽연합(EU) 25개국의 5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차별 인식 비교

출처: Rychtaříková(112)의 허락 하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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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연령 

주의는 사회의 모든 주요 제도에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보건 및 사회적 돌봄 부문에서 의료 서비스는 가끔 

나이에 따라 배당되며, 직장에서 직원 모집, 고용 및 

퇴직과 해고 과정에서 연령주의가 나타나고, 미디어에서 

노인들은 적게 출연한다.

세계적으로 적어도 두 명 중 한 명은 노인에 대해 

연령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 포함된 국가에서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연령주의를 겪었다. 따라서 연령주의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널리 퍼지고 

있을 수 있다. 본 장과 연령주의의 영향을 다룰 3장에서 

보여주듯이 연령주의는 심각하고 만연한 인권 문제이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문제이다.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한 향후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인력, 주거, 법률 제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다양한 주요 제도와 분야에서 

발생하는 연령주의의 감시 및 추적

 ·  다양한 유형과 차원의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 사용(상자 2.2 참고)

 ·  자기지향 연령주의를 비롯한 연령주의의 세계적 발생, 

분포 및 동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도구로 연령주의에 관한 인구 기반 조사를 실시

 ·  연령주의와 과부 차별 및 ‘마녀 혐의’ 기소 등의 사례 

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타 “차별주의”들 간 교차에 

관한 연구 수행

연령주의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만연한 인권 문제이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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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가르치는 일을 타고났어요. 정부가 50세가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늙었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제르트뤼드(Gertrude), 60세, 케냐 

ⓒBenjBinks / HelpAg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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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는 수명을 단축하며,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행동을 감소시킨다. 장애회복을 방해하며, 정신건강에 해롭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악화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연령주의는 개인과 사회에 막중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와 재정적인 

불안과 빈곤을 악화시키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사회 비용을 

발생시킨다.

3.1 연령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령주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행복 

상태로 규정한 건강의 모든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1)(그림 

3.1 참고). 연령주의는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왔지만 중요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구성한다. 연령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연구가 이루어진 편견과 차별의 한 형태인 인종차별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더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비견할 만하다(2).

이 보고서의 세계적으로 연령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작업에는 45개국 422개 연구가 포함되었다. 그 

중 405개(96%)에서 연령주의가 관찰된 모든 건강 영역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2)(상자 3.1 참고). 연령주의와 건강 

결과와의 연관성은 자기지향 연령주의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라 증가했다. 특히 소외집단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연령주의에 의한 건강의 

악영향을 받는 일이 많다. 검토 결과 45개국 전체와 모든 영역에서 

연령주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하지만 포함된 422건의 연구 중 78.2%가 북미 또는 유럽에서 

실시되었으며, 단 1건만 아프리카에서 실시되었다. 

이	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의	심각한	

영향을	상세히	다룬다(그림	3.1	참고).	3.1절은	

연령주의가	예방	가능한	사망과	심대한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등을	일으켜	건강과	행복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본다.	

3.2절은	연령주의가	노인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입히는	막중한	경제적	타격을	고찰한다.	

대체로	연령주의의	영향은	엄청나고	비용도	

막대하여,	어느	정도의	개입으로도	삶을	크게	

개선하고	연령주의의	경제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03
검토 결과 최근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3-5) , 

연령주 의로 인한 건강 악 영향 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위기가 편견과 차별을 더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경제불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6, 7). 의료 종사자가 

보이는 연령주의에 대한 전반적 증거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점차 

시간의 제약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므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3.1.1 연령주의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령주의는 조기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2). 이 결과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독일과 미국에서 사망을 관찰한 

10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9-17). 중국의 

연구자들은 자기지향 연령주의 성향을 보이는 노인들이 

연구기간 6년 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진 노인들에 비해 20%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7). 

연령주의는 좋지 않은 신체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 회복을 방해한다. 연령주의가 신체적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52개 연구 중 50개(96%)에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2). 신체적 질병은 기능 장애, 

만성질환 여부, 급성 의료 증상 발현 횟수 및 입원 등에 

의해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네티컷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연령 고정관념을 가진 노인들이 

부정적 연령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보다 중증 장애 

질환에서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44% 더 높았다(18).

연령주의는 위험 건강 행동을 증가시킨다. 해당 주제의 

연구 13건에서(2), 연령주의를 겪은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 약을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 

폭음이나 흡연 또는 이들의 혼합 등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기지향 연령주의와 흡연 

및 음주의 관계를 고찰한 아일랜드의 한 노인 연구에 

따르면 나이듦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고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19).

그림. 3.1. 연령주의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0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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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는 성 및 생식 건강도 악화시키며 성병(STDs) 

비율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전 세계 전염병학 연구는 

노인의 성병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령주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시사한다(20-22). 노인들은 

정보 부족이나 노인 대상 캠페인이 없어 더 높은 성병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다.

또한, 성병에 대한 제한된 정보, 노인 대상의 성 건강 

서비스 부족 및 그들의 성에 대해 연령주의적 태도를 

맞닥뜨리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노인들은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1).

감시 데이터와 성병에 대한 연구 수행에서 노인을 제외한 

것도 노인들의 성병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낮추어 해당 

인구집단의 성병 증가에 기여했을 수 있다(21, 22).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남성의 경우 모든 성병의 15.8%, 

여성의 경우 9.8%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2016년 새로 보고된 사례의 약 10%를 65세 이상이 

차지했다(23, 24). 

세계에서 두 번째로 HIV 유병률이 높은 보츠와나에서는 

남성 노인의 HIV 유병률이 2004년 17.2%에서 2013년 

27.8 %로, 여성 노인은 2004년 16.3 %에서 2013년 

21.9 %로 증가했다(20). 

대인 및 제도적 연령주의 모두 부적절한 처방, 과잉 

투약 및 복약 비순응(medication nonadherence)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필요한 연령별 임상 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노인을 위한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부적절한 처방과 과잉 투약을 

초래하는 제도적 연령주의의 한 형태이다(25-27). 노인 

돌봄의 불충분한 조정, 비효율적 의사 소통 및 부적절한 

약물 교육도 복약 비순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및 

대인 연령주의의 한 형태이다(28-30).

주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70-79세 환자의 약 

25%가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20-29세 

환자의 경우 그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25, 31, 32).

노인들 사이에 만연한 과잉 투약은 건강 관리 비용 증가, 

약물 부작용, 고유 능력 감소, 낙상 등 노인 증후군의 더 

빈번한 발생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28, 33). 

급성환자치료를 위한 노인입원의 10% 이상이 복약 

비순응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34), 요양원 입소의 1/4은 

노인들의 자립 복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다(35). 

3.1.2 정신 건강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 

연령주의는 또한 열악한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 

연령주의와 정신 건강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의 약 

96%(42/44건)가(2) 연령주의가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16개 연구에서 연령주의는 

우울 증이 발병하고, 시간에 따라 우울 증 증 상이 

심화되고 평생에 걸쳐 우울증 증상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참전 군인이었던 

노인들은 부정적 연령 고정관념을 거부할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덜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36). 

2015년 세계적 통계를 바탕으로 우울증 사례 6백 33만 

건이 연령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831,041건은 

선 진 국 에 서 ,  5 6 0 , 0 0 0 건 은  저 개 발  국가 에 서 

발생했다(2). 

연령주의는 인지 장애를 가속화한다. 검토 결과, 

연령주의와 인지 장애를 조사한 연구 다섯 편 중 네 

편(80%)에서 연관관계가 발견되었다(2).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몇 년에 걸쳐 8천명을 추적 조사하여 

나 이듦 에 대한 부 정적 자기인식이 인지 쇠퇴를 

가속화하며, 반대로 긍정적 자기인식은 인지 쇠퇴를 

늦춘다고 밝혔다(37). 

이러한 결과는 몇 개의 메타연구에서 요약되는 해당 

주제의 방대한 실험 연구를 보완한다(38-40). 이 

연구들은 노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부정적 고정관념에 

노출될 때 인지 능력과 기억이 감소하는, 이른 바 고정 

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 현상을 보였다(1장 

1.2절 참고). 이 결과가 함의하는 바의 하나는 임상이나 

직장에서의 노인 인지 기능 평가에서 낮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다(39). 

미디어의 연령주의도 건강과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미디어의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은 

노인들의 자존감, 건강 상태, 신체적 웰빙 및 인지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12, 41, 42). 미디어에서 

노인이 적게 또는 잘못 표현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2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였다. 

한 메타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의 고정관념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노인들의 기억 작업 성과에 적지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43).

직장에서의 연령주의는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직장 연령주의와 그 건강 영향을 평가한 27개 연구의 

대부분이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예측했다(2). 예를 

들어, 핀란드의 직원 6천명 이상을 조사한 연구는 

직장에서 인식되는 연령 차별이 장기 병가로 이어졌음을 

밝혔다(44). 이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먼저 건강 증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어 장기 병가가 늘어나는 연쇄반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4). 

3.1.3 사회적 웰빙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

연령주의는 노인의 일반적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웰빙의 구체적인 측면에도 

상자 3.1
노인 연령주의의 영향 관련 연구 기회

이 보고서를 위해 수행한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이 분야 연구의 

질적 향상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2). 검토는 14개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기반으로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8), 적절히 설계되고 연구의 질을 신중하게 평가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민감도 - 혹은 “만일(what if)” - 분석을 수행하고 모든 연구의 질이 더 높았거나 더 많은 

참가자가 포함되었더라도 결과가 동일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 검토로 연령주의와 그 영향의 연관의 강도는 추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영향에 

대해 보다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정의와 측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연령주의와 그 영향의 연관 

강도를 추정하고 연령주의가 그 영향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임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와 검토에서 중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전자는 연령주의의 다양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며, 후자는 연령주의와 그 추정 효과 사이의 연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연령주의의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은 특정 위험 요인(여기서는 연령주의)이 줄었을 때 해당 인구집단 내의 

질병이나 사망율이 비율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연령주의가 X% 

줄어들면 수명이 Y%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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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주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노인들의 성(sexuality)을 

제한한다. 연령주의는 또한 노인들이 범죄에 대해 갖는 

큰 두려움과 폭력과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삶의 질

2020년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령주의와 

삶의 질에 관한 29개 연구 전체에서, 연령주의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2). 

예를 들어, 중소득 국가인 브라질과 터키를 포함한 

20개국에서 나이듦에 대한 태도의 영향과 삶의 질을 

평가한 한 연구는 모든 국가에서 일관적인 결과를 냈다: 

60세에서 100세 사이의 사람들이 내린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은 건강 관련 상황과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태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였다(45).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연령주의는 노인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더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연령주의는 

건강과 장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연령주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증가시킨다. 첫째,  연령주의는 사 람들이 자 신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배신당하고,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느낌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자기 충족적 예언의 한 형태로 노인들은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예를 들어, 노년은 사회적 고립과 

낮은 사회 참여의 시기이다)을 내재화하여 사회에서 

물러남으로써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한다. 셋째, 의무 

퇴직 또는 주거 환경의 설계 특징(예, 불편한 교통, 

갈라지거나 평평하지 않은 보도 등)과 같은 연령주의적 

사회 전체의 법률, 규범, 관행 등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 여를 막는 장 벽으 로 작용하 여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46).  

2020년 검토에서 연령주의는 13개 관련 연구 전체에서 

열악 한 사회적 관계를 초래하 는 위험 요인으 로 

밝혀졌다(2). 예를 들어, 중국 노인들이 나이듦에 대해 

갖는 부정적 자기인식은 자녀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관련되어 있었다(47).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비율은 노인 사이에서 높다. 

핀란드와 영국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의 40%가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48, 49). 중국의 

경우, 지역사회 노인의 24.8%가 때때로 외로우며, 

8.3%는 자주 또는 항상 외롭다고 대답했다(50).

다수의 연구와 검토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노인 

사망률, 신체적 건강과 기능(예, 심장병, 당뇨병, 이동성, 

일상 생활 활동) 및 정신 건강(예, 우울증, 불안, 인지 

쇠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1–55).

성(Sexuality)

성(sexuality)은 연령주의가 노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성이 노인들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노년의 성에 대한 연령주의적 묘사, 의료 및 장기요양 

돌봄 제공자 들의 태도, 노인 자신들의 태도 등이 

흔히 노인들이 성을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56). 노인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성적 

영역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 상태로 정의한 

성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57).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및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계속해서 성 행위를 하며 성을 삶의 질과 웰빙의 주요 

요소로 여긴다(54, 56, 58-61).

하지만, 노인의 성에 관한 주제는 흔히 금기시된다. 

주제로 다뤄질 때도 노인을 무성적 존재로 그리거나, 

노년의 성적 기능이 쇠퇴한다는 가정하에 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정은 흔히 성 기능을 

너무 좁게 정의하거나(예, 단독, 비삽입 및 동성 간의 

성행위 제외), 성 기능의 생물학적 결정 요인(예, 

테스토스테론 수준 감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심리 및 사회적 결정 요인(예, 우울증, 파트너 유무, 

파트너와의 관계)을 배제한 것의 결과인 것으 로 

보인다(62).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흔히 연령주의와 노년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스스로에게 투영한다. 노인들은 그들의 

성을 표현하기를 꺼리며, 반감을 살까 두려워 의사와 성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여성 노인들은 미에 

대한 연령주의적 문화 규범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게 본다고 알려져 왔다(63, 64).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 노인의 성은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종교, 전통적 

관습과 신념에 기반을 둔 신화, 편견 및 오해가 성에 

관심을 보이는 나이 든 여성들을 부적절하고 불경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는 남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이다(65).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교육과 훈련은 노인의 성적 

건강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은 많은 경우 그 주제가 자기 임무 

영역 밖에 있다고 여긴다(66-68). 장기요양 시설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은 흔히 제한되어 있고, 

그들은 노인들과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성적 표현에 요구되는 프라이버시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성 관련 정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며, 

장래 입소자들에게 성과 친밀감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존중될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56, 

68–70).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 노인의 성은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된다.

동시에, 활력 있고 성공적인 나이듦의 촉진은 어쩌면 

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부 노인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수치심이나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더 은밀한 형태의 연령주의가 될 

수 있다(62, 71).

범죄의 두려움

연령주의로 인해, 경찰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노인들을 

특히 범죄에 취약한 존재로 취급하고, 미디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노인에 대한 폭행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노인을 두려움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는 수인처럼 묘사한다. 노인에 대한 이런 표상은 

내면화되어 스스로의 취약함을 과대평가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부채질하여 노인들이 범죄를 크게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희생자가 될 위험은 적은 역설을 

나을 수 있다(72).

폭력과 학대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폭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인을 향한 폭력 발생에 관한 최근 사례를 보면, 노인의 

약 15.7%, 거의 6명 중 1명이 학대의 피해자라고 한다. 

약 11.6% 정도는 심리적 학대, 6.8%는 경제적 학대, 

4.2%는 방임, 2.6%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0.9%는 성적 

학대의 희생자이다(73). 

연령주의가 노인에 대한 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둘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제한적이다(74, 75).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예, 

의존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 편견 및 차별은 노인들을 

비인간화하여 노인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데에 

일조했을 수 있다(75-77).

연령주의는 노인의 경제적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직·간접적 관행을 따르는 금융서비스 제도에 

의해 노인의 경제적 학대를 초래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에게 부적절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산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그러하다(78). 

3.2 연령주의의 경제적 영향

연령주의가 개인 또는 전체 사회에 대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증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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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따르면 연령주의의 경제적 비용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 및 사회 문제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회에 대한 문제의 부담을 재정적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거나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추정된 비용은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계획하며 연구 기금을 할당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79-81). 또한, 건강 및 사회 문제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어떻게 늦추는지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비용 추산은 

가시성을 높여 건강 및 사회 문제에 관한 정치와 자금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전 세계적인,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고령 인구 성장을 

감안하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82)에서 촉구하는 대로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는 것은 노인 

빈곤 퇴치에 달려 있다. 그리고 노인 빈곤 퇴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연령주의 근절에 달려 있다.

3.2.1 연령주의와 노인의 빈곤 및 재정 불안

연령주의는 노년기의 빈곤과 재정 불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연령주의의 규모에 대한 이전 

장에서는 연령주의가 모집 및 채용, 교육, 승진 기회, 

직장 유지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 전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음 을 보였다. 한 직원의 평생에 걸친 

연령주의의 누적된 재정적 효과는 추산된 적이 없지만 

연령주의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노동 시장의 연령주의적 차별이 

노인의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그로 인한 사회보장 

의존성과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83). 

의무 퇴직 연령을 정하는 법률은 제도적 연령주의의 

한 형태로 노인들의 재정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때때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인의 재정적 상태에 대한 

의무 퇴직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으며 국가의 연금 제공 

수준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84, 85). 

한 직원의 평생에 걸친 연령주의의 누적된 

재정적 효과는 추산된 적이 없지만 연령주의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정적 안정의 상실과 계속되는 빈곤은 노인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의 급속한 쇠퇴, 

조기 사망 및 가능한 경우 국가연금제도 의존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86, 87). 하지만, 연령주의가 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이 분야의 연구가 고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2.2 연령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연령주의는 사회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아직까지 연령주의로 인한 전체 사회와 경제, 특히 

국가 수준에서의 경제적 비용은 거의 추산되지 않았다. 

한 직장 연령주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종업원 1만 명 

기업에서 연령차별로 인한 직원 해고가 약 5천 일의 무단 

결근과 연간 약 60만 미국 달러에 이르는 급여 손실로 

이어졌음이 밝혀졌다(88).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추산에 

따르면 55세 이상 인구 중 5%가 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국가 경제에 480억 호주 달러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89). 

미국의 한 연구 결과, 8대 고비용 건강 문제의 

치료에 쓰이는 돈 7달러 중 1달러는 연령주의 

때문으로 밝혀졌다.

연령주의가 건강에 미친 결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부담에 대해 처음 살펴본 연구가 2020년 미국에서 

발표되었다(90). 이 연구에서는 연령주의가 60세 이상 

노인의 8대 고비용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1년간 미국에 

발생시킨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8대 건강 

문제는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부상, 당뇨병, 흡연 관련 질환, 정신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이었다. 전체적으로, 매년 미국에서 8대 고비용 

건강문제에 쓰이는 돈의 7달러당 1달러(총 630억 

달러)가 연령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은 미화 337억 달러, 부정적 나이 

고정관념은 285억 달러, 연령 차별은 111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개입 수행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90). 예를 들어, 

중간 정도의 영향만을 갖는 개입을 통해 이러한 심각한 

건강 문제 사례를 5%만 줄인다 해도, 미국에서만 31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하고 8십 5만 2천 건의 8대 건강 문제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다.

3.3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공 중 보건 문제 로 써 연령주 의는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중요한 사회적 건강 요인이다. 하지만, 

연령주의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 개발 및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50개국 이상에서 500여 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연령주의와 관련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이 

노인의 건강과 웰빙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연령주의가 

국가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해 노인 빈곤에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노인이 

아니라 연령주의임을 시사한다.

연령주의는 건강 위험 행동을 증가시키며,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지 쇠퇴를 가속화하며, 

장애 회복을 늦추고, 수명을 줄인다. 연령주의의 영향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고 노인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게 만들며, 범죄에 대한 노인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폭력과 학대의 대상이 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개입은 

작은 효과만 있어도 노인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가 

차원의 막대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연령주의의 영향을 잘 이해하고 행동의 지침을 마련하며, 

연령주의 근절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연령주의의 폭넓고 해로운 효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 연구 공백 해소

 (I)  이 장에서 확인된 연령주의와 그 영향의 관계가 

단순한 연관이 아닌 실제 인과관계임을 보임(상자 

3.1 참고)

 (II)  중·저소득 국가의 연령주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

 (III)  개인 특성(예,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유무, 성 

정체성), 환경 및 국가에 따른 연령주의의 다양한 

영향 유무와 방식을 이해함

 ·  연령주의의 경제적 영향 에 대한 추정치 산 출, 

연령주의가 노인 빈곤을 강화하는 방식과 국가 경제에 

대한 폭넓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과정,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어떻게 사회·경제 발전을 둔화시키는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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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은 가족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차별을 받지요. 

아이들, 며느리, 이웃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차별과 학대가 

시작된답니다. 하지만 연령 차별의 최악은 공공기관이 저지르고 있지요. 

이사벨(Isabel), 80세, 볼리비아다민족국 

ⓒSebastian Ormachea / HelpAg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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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주요 결과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1) . 

연령주의와 위험 및 보호 요인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결정 

요인만을 보고한다.

기타 가능한 결정 요인들(인종과 민족, 노인을 돌보고 있거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 상태, 집단주의 

및 전통 문화 등)이 검토되었고 연령주의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가능한 결정요인 중 

몇 가지와 다뤄지지 않은 결정 요인들(사회복지제도 및 보편적 

건강보험의 존재 여부)에 관련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이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 중 아주 일부만이 중·저소득 

국가에서 수행되었다(1).

이 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연령주의의 주요 결정요인의 개관과 

함께 상당한 실증적 증거가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연령주의 

이론의 설명을 간략하게 덧붙인다. 연령주의 이론은 연령주의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인과 기제를 특정하여 설명한다.

연령주의 감소 전략이 효과적이려면 변경 가능한 인과 기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2-4).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개발은 특정 프로그램 이론 또는 변화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폭넓고 실증적으로 쓰이는 연령주의 이론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5–7).

연령주의의 	 결정요인 , 	 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모두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전략	 개발의	 선결	

요건이다.	위험요인은	연령주의의	확률을	

늘리는	특성이며,	보호요인은	그	확률을	

줄이거나	위험에	대한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연령주의	감소	전략이	

작용하려면	연령주의의	결정요인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본	장의	4.1절은	대인	연령주의의	결정요인을	

다룬다.	대인	연령주의의	가해자와	대상에	

관련된	개인적	특성	및	대인	연령주의의	환경적	

결정요인을	조사한다.	 4.2절은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결정요인을	다룬다. 	 제도적	

연령주의의	결정요인에	대한	증거	자료는	

없으며	추후	연구해야	할	공백이다.

노인에 대한 대인 연령주의 가해자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은 나이, 

성별, 교육,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특정 성격, 노인과의 

접촉 여부 및 나이듦에 대한 지식이다.

노인에 대한 대인 연령주의 대상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은 고령,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및 돌봄 의존이다.

대인 연령주의의 주요 환경적 결정요인은 국가의 건강 기대 수명 

및 특정 직업과 직종 부문이다.

자기지향 연령주의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은 좋지 않은 정신 및 

신체 건강과 손자녀와의 긍정적인 접촉 부족이다.04

4.1 대인 연령주의 결정요인

이 절에서는 대인 연령주의의 가해자 또는 대상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및 대인 연령주의의 환경적 결정 요인 등 

대인 연령주의의 주요 결정 요인을 개괄한다(표 4.1 

참고).

4.1.1 연령주의의 가해자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

나이, 성별 및 교육

최근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더 젊고, 남성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주의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조금 

증가시키는 ‘나이’나 ‘성별’에 비해서 ‘교육’의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다(8). 낮은 교육 수준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연령주의적 태도를 가질 확률도 증가시켰다(8). 

이전의 소규모 연구들도 ‘성별’(9-13), ‘연령’(14-16) 및 

‘교육’(17, 18)과 관련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았다(1).

하지만, 보건 및 사회적 돌봄 관련 인력 가운데서는 

‘ 나 이’와  ‘성별’(생 물 학적 /사회적  성별)이  항 상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2013년 

25개 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나이’와 ‘성별’이 간호사의 노인 환자에 대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님을 발견했다(19). 

하지만, 그리스 와 스웨덴에서 간호 학생과 등 록 

간호사(Registered Nurse)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젊은 나이(25세 미만)와 남성 성별이 노인 환자에 

대한 연령주의를 결정하 는 중요한 위험요인으 로 

나타났다(20, 21).

의사들의 교육 기간이 길수록 의사들이 노인 환자에 

대해 연령주의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낮았다(22). 

노인학 강좌에서 나이듦에 대해 알게 되어도 사회적 

돌봄 시설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23). 이 결과는 보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나이듦과 고령에 대한 지식 교육 활동이 유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나이듦에 대한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

나이듦에 대한 불안이나 죽음의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더 연령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1). 이 결과는 소수의 

연구 에서 나온 것이지만 공포관리 이론(ter ror 

management theory)이라고 알려진, 잘 확립된 

연령주의 이론을 뒷받침한다(상자 4.1 참고). 이 이론은 

노인들이 인간의 유한성과 나약성을 끊임없이 일깨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24).

성격 특성

일부 연구에서는 성격이 쾌활하고(agreeableness), 

외향적이며, 성실하고, 개인적 집단주의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연령주의적 태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즉 이러한 특성들이 연령주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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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 유형 관련 유형

대
인

연
령
주
의

개
인

수
준 

결
정
요
인

가
해
자

나이 적음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성별(Sex/gender) 남성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교육 수준 낮음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죽음에 대한 불안 또는 두려움 높음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성격 특성
쾌활함, 외향성, 성실성,

집단주의 지향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조부모-손자녀 접촉 및 세대 간

 우정을 포함한 노인 집단 접촉,

특히 접촉의 질을 이름

양질의 접촉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나이듦에 대한 지식 나이듦에 대한 많은 지식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대
상

나이 많음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건강 상태 및 돌봄 의존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및 

돌봄 의존 높음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환경적 

결정요인

국가의 노인 비율 불명확

국가의 건강 기대수명 낮음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직업 및 직종
일부 직업 및 직종

(예, 첨단 기술)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실험 연구에서 노인 제시 방식

긍정적 제시와 풍부한 정보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젊은 사람들과 비교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자
기
지
향

연
령
주
의

개인 수준 

결정요인

정신 및 신체 건강 열악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손자녀 접촉 많음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표 4.1.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결정요인 상자 4.1

실증적 근거가 있는 연령주의의 세 가지 이론

연령주의 이론은 연령주의를 일으키는 배후의 인과 기제를 가리킨다. 연령주의 감소의 효과적 전략 

개발의 배후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 이론 또는 변화 이론은 이러한 폭넓고,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 

연령주의 이론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포관리 이론: 공포관리 이론은 연령주의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인간이 

의미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환기시키므로 실존적 위협이 된다. 죽음, 신체의 노쇠, 존엄과 자기 가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그들을 멀리 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이론은 우리가 신체와 존재의 유한성과 관련된 공포를 인정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것을 배움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고 연령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24, 32, 

33).

집단 간 위협 이론과 집단 간 접촉 이론: 집단 간 위협 이론은 사람들이 외부 집단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외부 집단이 실질적 또는 상징적인 위협을 가하여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여겨질 때 그러하다. 실질적 위협이란 한 집단의 권력, 자원, 복지에 대한 

위협이며, 상징적 위협이란 한 집단의 세계관, 신념체계 및 가치에 대한 위협을 말한다(34). 이 

이론은 중년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개인은 외부 집단으로부터 특정한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집단(내부 

집단)과 다른 집단(외부 집단)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향을 드러낸다(35).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집단 간 위협 이론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간 접촉이 집단 간 위협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집단 간 접촉에 따라 불안이 감소하고 관점을 수용하고 공감성이 확대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외부 집단에 대한 ‘지식 향상’도 크게는 아니지만 한 몫을 한다. 최적 

조건이란 각 집단이 동등한 지위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그룹 간 협력을 촉진하는 상황, 그리고 

권위자, 법, 관습 등의 뒷받침을 받는 때로 가정된다(25, 36-38). 그룹 간 접촉 이론은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은 물론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 신체 장애 및 정신 건강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검증이 이루어졌다(37, 38). 세대 간 접촉 전략은 대체로 집단 간 접촉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고정관념 구현 이론: 이 이론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집단 구성원들은 사회에서 부여된 

고정관념에 스스로 동화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자기인식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39). 고정관념 구현 이론에는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있다. 첫째,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그 문화에 두드러진 나이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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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집단과의 접촉

노인 집단과의 접촉, 특히 양질의 접촉은 연령주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상당한 증거 자료가 나와 

있다. 즉, 양질의 접촉이 연령주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관 련된  체 계적  문헌고찰 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노인과의 양질의 접촉은, 특히 조부모와 친지같은 경우, 

연령주의를 감소시킨다(1). 이는 이전 검토 결과와 

같다(25, 26). 세대 간 우정과 연령주의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27). 유럽연합(EU)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덜 연령주의적이며 이는 나이가 젊거나 많은 쪽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28). 

세대 간 우정이 희소하다는 사실이 2장에서 살펴본 

연령주의의 만연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28, 29).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25개국에서 

18-30세의 젊은이 약 18%가 70세 이상 친구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젊은 여성들은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가 있는 경우가 젊은 남성들에 비해 

적었다(28).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 연령주의 위험요인의 영향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집단 간 접촉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상자 4.1 참고)(30, 31).

나이듦에 대한 지식

나이듦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연령주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이듦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덜 

연령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검토된 나이듦에 대한 지식과 

연령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중 18개에서 나이듦에 

대한 지식이 연령주 의 감소 와 연관 되어 있음 을 

밝혔고(42-59) , 5개 연구에서 둘 사이에 관련이 

없거나 있다 해도 결과가 혼재되어 있거나 일관적이지 

않았다(60–64).

이 연구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나이듦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데에 노화사실인지척도(Facts 

on Ageing Quiz)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나이듦에 

대한 지식 척도로써 그 타당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65). 이 연구들의 또 다른 한계는 이러한 지식에 

의해 고정관념, 편견이나 차별 중 어떤 차원이 보호 

되는지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4.1.2 연령주의의 대상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나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더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기 쉽다(1).

건강 상태와 돌봄 의존

한 연구에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돌 봄이 필요한 

상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66). 또 다른 연구는 아프거나 돌봄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에 대해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67) . 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나이 그 

자체보다는 나이와 관련된 건강 상태에 달려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67).

4.1.3 대인 연령주의의 환경적 결정요인

국가의 노인 비율

최근 57개국 8만명 이상의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령주의가 덜 나타난다고 밝혀졌다. 다시 말해,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이 연령주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8).

이전 연구들은 반대의 결론을 제시해 왔다. 즉,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12, 68). 이렇게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노인 인구 비율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의 변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인구 

연령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국가일수록 연령주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69). 

건강 기대 수명

한 국가의 건강 기대 수명(신생아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햇수)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매우 높거나 중간 정도의 연령주의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8).

건강 기대 수명이 낮은 국가일수록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노년에 건강이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기 쉽다. 또한, 3장에서 설명한대로, 나이가 

들어가며 연령주의적 태도가 내면화되어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형태로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건강과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건강하게 

나이들기 위한 습관을 촉진하여 개인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70).

국가의 낮은 노인 인구 비율과 낮은 건강 기대 수명은 

각각 대인 연령주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위험 

요인이 결합되어 한 국가가 매우 높은 또는 중간 정도의 

연령주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8).

직업과 직종

연령주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온라인 마케팅 및 

서비스, 기타 신기술 및 스타트업 등 특정 유형의 직업과 

직종에서 만연한 것으로 보고된다(71). 이 현상은 이른바 

“실리콘밸리 연령주의(Silicon Valley Ageism)”로 

묘사되기도 한다(72).

실험 연구에서 노인 제시 방식

동영상 및 삽화 사용과 이력서 평가 등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 는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되는가(즉, 부정적이고 또는 일반적인 노인으로 

묘사되는지 아니면 보다 긍정적이고 상세하며 자세한 

정보와 함께 묘사되는지)에 따라 연령주의적 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달라진다.

둘째,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특정 연령과 관련된 

어떤 단계(예, 퇴직)에 도달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모습을 드러낸다. 넷째, 고정관념은 생리적, 행동적, 심리적인 

세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구현된다. 생리적 경로(physiological pathway)는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스스로에게 적용될 거라는 생각에 따른 생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나이 고정관념에 

부지중에 노출된 노인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더 높은 심혈관 반응을 나타냈다(40). 행동 경로(behavioural 

pathway)는 행동 변화를 통해 작용한다. 예를 들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노년기의 질병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의료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심리적 경로(psychological 

pathway)는 자기 충족 예언으로 작용하는 기대를 수반한다(39, 41). 각각의 경로는 개입을 위한 잠재적인 

목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 및 행동적 경로는 교육의 개입으로 노년에 무엇이 정상인가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주로 노년의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설명에 이용되어 왔으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서로 다른 연령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에 노출되므로 다른 나이대의 자기지향 

연령주의에서도 같은 인과 기제가 작용될 수 있다.

0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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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보 제시는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제시는 연령주의를 증가시킨다(1). 고용 상황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개인이 더 나이가 적은 또는 많은 사람과 

비교되는지 여부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같은 평가자가 나이 적은 직원들과 

나이 많은 직원들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3-

75).

이러한 직접적 비교는 나이가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다른 특성들이 모두 같을 때에도 대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결정 요인은 

연령주의 감소 전략, 특히 교육적 해결책과 캠페인에 

대해 잠재적인 함의를 갖는다.

노인을 소개할 때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예를 들어 

충분한 정보와 함께 긍정적인 면을 함께 제시하고, 젊은 

사람들과의 직접적 비교를 피하여) 제시하면 잠재적으로 

연령주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

4.2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결정요인

이 절에서는 정신 및 신체 건강, 손자녀 접촉 및 나이듦에 

대한 지식 등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주요 결정요인을 

개괄한다(표 4.1 참고).

4.2.1 정신 및 신체 건강

노인의 자기지향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소수 연구에서 정신과 신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연령주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1). 이는 개인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고령화 관련 정책과 개입에 투자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4.2.2 손자녀 접촉

손주들과 긍정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일종의 

자기지향 연령주의인 고정관념 위협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76). 여기에서 고정관념 

위협이란 노인 스스로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인지하는 것과 그로 인해 수학 및 인지능력 검사 등 

고정관념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서 본인의 능력보다 더 

낮은 성과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4.2.3 나이듦에 대한 지식

오 스 트 레 일 리 아 와  영 국 에 서  시 행 된  자 기 지 향 

연령주의에 관한 한 연구 에 따르면, 참가자 들이 

나이듦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스스로의 나이듦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확정적인 결과는 아니다(50).

자기지향 연령주의가 만연하며 건강과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3장 참고), 앞에서 규명한 두 

가지 요인 외에 또다른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에 

대해 더 많이 연구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대인 연령주의 결정 요인 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경우(즉,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죽음에 대한 불안 또는 두려움, 

성격, 과거 노인과의 접촉)와 대상의 경우(즉, 나이, 건강 

상태 및 돌봄 의존) 모두에 대해 상당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환경적 연령주의 결정 요인(즉, 국가의 

노인 비율, 국가의 건강 기대 수명 및 특정 직업 및 직종 

종사)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일부 있다.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즉, 정신 및 신체 

건강과 손자녀 접촉)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 연령주의 감소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i) 

연령주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결정 요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ii) 그 요인이 꼭 수정 가능해야 한다(상자 

4.2 참고).

연령주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대인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과 관련된 현재의 연구 

공백(증거 자료가 현재 부족하거나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이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복지제도 존재 여부’가 포함된다. 증거 

자료가 많지 않은 자기지향 및 제도적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도 연구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중·저소득 국가를 비롯,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져 문화권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주의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인과 관계를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상자 4.2 참고).

 ·  연령주의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향상을 통해,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전략 개발의 근거가 되는 변화 

이론과 프로그램 이론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자 4.2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결정요인 연구 기회

이 장 대부분의 근거가 된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결정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1) 연령주의 

결정 요인 규명을 위한 연구 노력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이 검토서는 PRISMA 지침을(77) 

따랐으며 14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중적 틀에 따라 범주화한 14개의 

연령주의 결정 요인을 확인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200여 편의 논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질을 신중히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체계적 문헌고찰은 기초 연구에서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었다. 먼저, 연구의 절반은 

중급의 질로 평가되었다. 또한 연구에서 평가된 위험 요인의 이질성 때문에 메타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한계점이다. 메타분석은 연령주의와 각 위험 요인 간 연관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호환성을 향상하고 결과물의 메타분석이 가능하도록 위험요인의 더욱 

표준화된 정의와 측정 방법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1). 향후 연구에서 다뤄야 할 다른 한계는 

대부분의 연구가 사실상 상관 관계 연구였기 때문에 결정 요인과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평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연령주의와 인과 관계가 없는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78, 79).



REFERENCES

78  79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1.  Marques S, Mariano J, Mendonca J, De Tavernier W, Hess M, Naegele L, et al. Determinants 

of ageism against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0;17(7):2560. https://doi.org/10.3390/ijerph17072560.

2.  Krieger N, Zierler S. What explains the public’s health? A call for epidemiologic theory. 

Epidemiology. 1996:7(1):107–9. https://doi.org/10.1097/00001648-199601000-00020.

3.  Pearce N, Vandenbroucke JP. Educational note: types of causes. Int J Epidemiol. 2020;49(2):676–

85. https://doi.org/10.1093/ije/dyz229.

4.  Weed DL. Theory and practice in epidemiology. Ann N Y Acad Sci. 2001;954(1):52–62. https://

doi.org/10.1111/j.1749-6632.2001.tb02746.x.

5.  Breuer E, Lee L, De Silva M, Lund C. Using theory of change to design and evaluat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 systematic review. Implement Sci. 2015;11(1):63. https://doi.

org/10.1186/s13012-016-0422-6.

6.  De Silva MJ, Breuer E, Lee L, Asher L, Chowdhary N, Lund C, et al. Theory of change: a 

theory driven approach to enhance the Medical Research Council’s framework for complex 

interventions. Trials. 2014;15(1):267. https://doi.org/10.1186/1745-6215-15-267.

7.  Donaldson SI. Mediator and moderator analysis in program development. In: Sussman 

S, editor. Handbook of program development for health behavior research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2001:470–96.

8.  Officer A, Thiyagarajan JA, Schneiders ML, Nash P, de la Fuente-Núñez V. Ageism, healthy 

life expectancy and population ageing: how are they related?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0;17(9):3159. https://doi.org/10.3390/ijerph17093159.

9.  Fraboni M, Saltstone R, Hughes S.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 J Aging. 1990;9(1):56–66. https://doi.org/10.1017/

S0714980800016093.

10.  North MS, Fiske ST. A prescriptive intergenerational-tension ageism scale: succession, iden- 

tity, and consumption (SIC). Psychol Assess. 2013;25(3):706–13. https://doi.org/10.1037/

a0032367.

11.  Rupp DE, Vodanovich SJ, Crede M. Age bias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ageism and 

causal attributions. J Appl Soc Psychol. 2006;36(6):1337–64. https://doi.org/10.1111/j.0021-

9029.2006.00062.x.

12.  Lockenhoff CE, De Fruyt F, Terracciano A, McCrae RR, De Bolle M, Costa PT Jr., et al. Perceptions 

of aging across 26 cultures and their culture-level associates. Psychol Aging. 2009;24(4):941–

54. https://doi.org/10.1037/a0016901.

13.  Bodner E, Bergman YS, Cohen-Fridel S. Different dimensions of ageist attitudes among men 

and women: a multigenerational perspective. Int Psychogeriatr. 2012;24(6):895–901. https://

doi.org/10.1017/S1041610211002936.

14.  Kite ME, Stockdale GD, Whitley BE, Johnson BT. Attitudes toward younger and older adults: an 

updated meta-analytic review. J Soc Issues. 2005;61(2):241–66. https://doi.org/10.1111/j.1540-

4560.2005.00404.x.

15.  Chopik WJ, Giasson HL. Age differences in explicit and implicit age attitudes across the life 

span. Gerontologist. 2017;57(Suppl. 2):S169–77. https://doi.org/10.1093/geront/gnx058.

16.  Kite ME, Wagner L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In: Nelson TD, editor.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Cambridge (MA): MIT Press; 2002:129–61.

17.  Thorson JA, Whatley L, Hancock K. Attitudes toward the aged as a function of age and 

education. Gerontologist. 1974;14(4):316–8. https://doi.org/10.1093/geront/14.4.316. 

18.  Abrams D, Russell PS, Vauclair CM, Swift H. 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London: Age UK; 2011.

19.  Liu YE, Norman IJ, While A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Int J 

Nurs Stud. 2013;50(9):1271–82.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11.021.

20.  Söderhamn O, Lindencrona C, Gustavsson SM.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among nursing 

students and registered nurses in Sweden. Nurse Educ Today. 2001;21(3):225–9. https://doi.

org/10.1054/nedt.2000.0546.

21.  Lambrinou E, Sourtzi P, Kalokerinou A, Lemonidou C.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Greek 

nursing students towards older people. Nurse Educ Today. 2009;29(6):617–22. https://doi.

org/10.1016/j.nedt.2009.01.011.

22.  Leung S, Logiudice D, Schwarz J, Brand C. Hospital doctor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Intern Med J. 2011;41(4):308–14. https://doi.org/10.1111/j.1445-5994.2009.02140.x.

23.  Kane MN. Social work students’ perceptions about incompetence in elders. J Gerontol Soc 

Work. 2006;47(3–4):153–71. https://doi.org/10.1300/J083v47n03_10.

24.  Martens A, Goldenberg JL, Greenberg J.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ageism. J Soc 

Issues. 2005;61(2):223–39.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5.00403.x.

25.  Drury L, Abrams D, Swift HJ. Making intergenerational connections – an evidence review. 

London: Age UK; 2017 (https://www.ageuk.org.uk/Documents/EN-GB/For professionals/ 

Research/Making _ Intergenerational _Connec tions Ev idence _ Review(2017 ) .

pdf?dtrk=true, accessed 13 October 2020).

26.  Christian J, Turner R, Holt N, Larkin M, Cotler JH. Does intergenerational contact reduce ageism: 

when and how contact interventions actually work? J Arts Humanit. 2014;3(1):1–15.

27.  Van Dussen DJ, Weaver RR.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and behaviors related 

to the aged and to aging processes. Educ Gerontol. 2009;35(4):342–57. https://doi.

org/10.1080/03601270802612255.

28.  Dykstra PA, Fleischmann M. Are societies with a high value on the Active Ageing Index more 

age integrated? In: Zaidi A, Harper S, Howse K, Lamura G, Perek-Bialas J, editors. Building 

evidence for active ageing policies. Singapore: Springer; 2018:19–37.

29.  Abrams D, Vauclair CM, Swift H. Predictors of attitudes to age across Europe. London: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1 (Research Report No 735; https://assets.publish- 

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14509/  

04 장

https://doi.org/10.3390/ijerph17072560
https://doi.org/10.1097/00001648-199601000-00020
https://doi.org/10.1093/ije/dyz229
https://doi.org/10.1111/j.1749-6632.2001.tb02746.x
https://doi.org/10.1111/j.1749-6632.2001.tb02746.x
https://doi.org/10.1186/s13012-016-0422-6
https://doi.org/10.1186/s13012-016-0422-6
https://doi.org/10.1186/1745-6215-15-267
https://doi.org/10.3390/ijerph17093159
https://doi.org/10.1017/S0714980800016093
https://doi.org/10.1017/S0714980800016093
https://doi.org/10.1037/a0032367
https://doi.org/10.1037/a0032367
https://doi.org/10.1111/j.0021-9029.2006.00062.x
https://doi.org/10.1111/j.0021-9029.2006.00062.x
https://doi.org/10.1037/a0016901
https://doi.org/10.1017/S1041610211002936
https://doi.org/10.1017/S1041610211002936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5.00404.x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5.00404.x
https://doi.org/10.1093/geront/gnx058
https://doi.org/10.1093/geront/14.4.316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11.021
https://doi.org/10.1054/nedt.2000.0546
https://doi.org/10.1054/nedt.2000.0546
https://doi.org/10.1016/j.nedt.2009.01.011
https://doi.org/10.1016/j.nedt.2009.01.011
https://doi.org/10.1111/j.1445-5994.2009.02140.x
https://doi.org/10.1300/J083v47n03_10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5.00403.x
https://www.ageuk.org.uk/Documents/EN-GB/For professionals/ Research/Making_Intergenerational_Connections Evidence_Review(2017).pdf?dtrk=true
https://doi.org/10.1080/03601270802612255
https://doi.org/10.1080/03601270802612255
https://assets.publish- 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14509/ 
rrep735.pdf
https://assets.publish- 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14509/ 
rrep735.pdf


80  81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rrep735.pdf, accessed 13 October 2020).

30. Allport GW. The nature of prejudice. Oxford: Addison-Wesley; 1954.

31.  Dovidio JF, Gaertner SL. Reducing prejudice: combating intergroup biases. Curr Dir Psychol Sci. 

1999;8(4):101–5. https://doi.org/10.1111/1467-8721.00024.

32.  Bergman YS, Bodner E. Ageist attitudes block young adults’ ability for compassion toward 

incapacitated older adults. Int Psychogeriatr. 2015;27(9):1541–50. https://doi.org/10.1017/

S1041610215000198.

33.  Burke BL, Martens A, Faucher EH. Two decades of terror management theory: a meta- 

analysis of mortality salience research. Pers Soc Psychol Rev. 2010;14(2):155–95. https://doi.

org/10.1177/1088868309352321.

34.  34 Stephan WG, Stephan CW. Intergroup threat theory. In: Kim Y, editor.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3. Hoboken (NJ): Wiley; 2017:1–12.

35.  Tajfel H, Turner J.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Hogg MA, Abrams D, editors. 

Intergroup relations: essential readings.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2001:94–109. 

36.  Paluck EL, Green DP. Prejudice reduction: What works? A review and assessment of research 

and practice. Annu Rev Psychol. 2009;60:339–67. https://doi.org/10.1146/annurev.

psych.60.110707.163607.

37.  Pettigrew TF, Tropp LR.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 Pers Soc Psychol. 

2006;90(5):751–83. https://doi.org/10.1037/0022-3514.90.5.751.

38.  Pettigrew TF, Tropp LR. How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Meta-analytic tests of 

three mediators. Eur J Soc Psychol. 2008;38(6):922–34. https://doi.org/10.1002/ejsp.504.

39.  Levy B. Stereotype embodiment: a psychosocial approach to aging. Curr Dir Psychol Sci. 

2009;18(6):332–6.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9.01662.x.

40.  Levy BR, Hausdorff JM, Hencke R, Wei JY. Reducing cardiovascular stress with positive self- 

stereotypes of aging.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2000;55(4):P205–13. https://doi.

org/10.1093/geronb/55.4.p205.

41.  Fawsitt F, Setti A. Extending the stereotype embodiment model: a targeted review. Transl 

Issues Psychol Sci. 2017;3(4):357.

42.  A l lan L J ,  Johnson JA .  Undergraduate at t i tudes toward the e lder l y :  the ro 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 Gerontol. 2008;35(1):1–14. https://doi.

org/10.1080/03601270802299780.

43.  Barnett MD, Adams CM. Ageism and aging anxiety among young adults: relationships with 

contact, knowledge, fear of death, and optimism. Educ Gerontol. 2018;44(11):693–700. https://

doi.org/10.1080/03601277.2018.1537163.

44.  Boswell SS. Predicting trainee ageism using knowledge, anxiety, compassion, and contact with 

older adults. Educ Gerontol. 2012;38(11):733–41. https://doi.org/10.1080/03601277.2012.695

997.

45.  Cherry KE, Brigman S, Lyon BA, Blanchard B, Walker EJ, Smitherman EA. Self-reported ageism 

across the lifespan: role of aging knowledge. Int J Aging Hum Dev. 2016;83(4):366– 80. https://

doi.org/10.1177/0091415016657562.

46.  Chung S, Park H. How young and older people differ in discriminatory behaviour towards older 

people? An explanation of the knowledge–attitude–behaviour continuum model. Ageing Soc. 

2019;39(9):1996–2017. https://doi.org/10.1017/S0144686X18000405.

47.  Cooney C, Minahan J, Siedlecki KL. Do feelings and knowledge about aging predict ageism? J 

Appl Gerontol. 2020:0733464819897526. https://doi.org/10.1177/0733464819897526. 

48.  Donizzetti AR. Ageism in an aging society: the role of knowledge, anxiety about aging, and 

stereotypes in young people and adult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9;16(8):1329. 

https://doi.org/10.3390/ijerph16081329. 

49.  Even-Zohar A, Werner S. The effect of educational interventions on willingness to work with 

older adults: a comparison of students of social work and health professions. J Gerontol Soc 

Work. 2020;63(1–2):114–32. https://doi.org/10.1080/01634372.2020.1712511.

50.  Getting L, Fethney J, McKee K, Churchward M, Goff M, Matthews S. Knowledge, stereotyping 

and attitudes towards self ageing. Australas J Ageing. 2002;21(2):74–9. https://doi.org/10.1111/

j.1741-6612.2002.tb00421.x.

51.  Gewirtz-Meydan A, Even-Zohar A, Werner S. Examining the attitudes and knowledge of social 

work and nursing students on later-life sexuality. Can J Aging. 2018;37(4):377–89. https://doi.

org/10.1017/S0714980818000260.

52.  Goriup J, Lahe D. The role of education and knowledge about aging in creating young people’s 

attitudes to the elderly. Acta Educ Gen. 2018;8(1):63–75. https://doi.org/10.2478/atd-2018-

0004. 

53.  Kurth ML, Intrieri RC. Attitudes, perceptions, and aging knowledge of future law enforcement 

and recreation majors. Educ Gerontol. 2017;43(6):313–26. https://doi.org/10.1080/03601277.

2017.1296297.

54.  Lahe D, Goriup J. The role of knowledge about aging in creating young people’s attitudes to the 

elderly. Solsko Polje. 2017;28(1/2):115–130.

55.  Milutinovic D, Simin D, Kacavendic J, Turkulov V. Knowledge and attitudes of health care science 

students toward older people. Med Pregl. 2015;68:382-6. doi/10.2298/MPNS1512382M.

56.  Rababa M, Hammouri AM, Hweidi IM, Ellis JL. Association of nurses’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 ageism toward older adults: cross-sectional study. Nurs Health Sci. 2020;22(3):593–

601. https://doi.org/10.1111/nhs.12701.

57.  Shiovitz-Ezra S, Ayalon L, Brodsky J, Doron I. Measuring ageism based on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findings from an Israeli pilot study. Ageing Int. 2016;41(3):298–310. https://doi.

org/10.1007/s12126-016-9251-9.

58.  Stahl ST, Metzger A. College students’ ageist behavior: the role of aging knowledge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disease. Gerontol Geriatr Educ. 2013;34(2):197–211. https://doi.org/

10.1080/02701960.2012.718009.

59.  Wisdom NM, Connor DR, Hogan LR, Callahan JL. The relationship of anxiety and beliefs toward 

aging in ageism. J Sci Psychol. 2014:10–21.

04 장

https://assets.publish- 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14509/ 
rrep735.pdf
https://doi.org/10.1111/1467-8721.00024
https://doi.org/10.1017/S1041610215000198
https://doi.org/10.1017/S1041610215000198
https://doi.org/10.1177/1088868309352321
https://doi.org/10.1177/1088868309352321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0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07
https://doi.org/10.1037/0022-3514.90.5.751
https://doi.org/10.1002/ejsp.504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9.01662.x
https://doi.org/10.1093/geronb/55.4.p205
https://doi.org/10.1093/geronb/55.4.p205
https://doi.org/10.1080/03601270802299780
https://doi.org/10.1080/03601270802299780
https://doi.org/10.1080/03601277.2018.1537163
https://doi.org/10.1080/03601277.2018.1537163
https://doi.org/10.1080/03601277.2012.695997
https://doi.org/10.1080/03601277.2012.695997
https://doi.org/10.1177/0091415016657562
https://doi.org/10.1177/0091415016657562
https://doi.org/10.1017/S0144686X18000405
https://doi.org/10.1177/0733464819897526
https://doi.org/10.3390/ijerph16081329
https://doi.org/10.1080/01634372.2020.1712511
https://doi.org/10.1111/j.1741-6612.2002.tb00421.x
https://doi.org/10.1111/j.1741-6612.2002.tb00421.x
https://doi.org/10.1017/S0714980818000260
https://doi.org/10.1017/S0714980818000260
https://doi.org/10.2478/atd-2018-0004
https://doi.org/10.2478/atd-2018-0004
https://doi.org/10.1080/03601277.2017.1296297
https://doi.org/10.1080/03601277.2017.1296297
http://doi/10.2298/MPNS1512382M
https://doi.org/10.1111/nhs.12701
https://doi.org/10.1007/s12126-016-9251-9
https://doi.org/10.1007/s12126-016-9251-9
https://doi.org/10.1080/02701960.2012.718009
https://doi.org/10.1080/02701960.2012.718009


82  83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04 장

60.  Cottle NR, Glover RJ. Combating ageism: change in student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 

ing aging. Educ Gerontol. 2007;33(6):501–12. https://doi.org/10.1080/03601270701328318.

61.  Boswell SS. “Old people are cranky”: helping professional trainees’ knowledge, attitudes, aging 

anxiety, and interest in working with older adults. Educ Gerontol. 2012;38(7):465–72. https://

doi.org/10.1080/03601277.2011.559864.

62.  Intrieri RC, Kurth ML. Raci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ging, aging knowledge, and 

contact. Educ Gerontol. 2018;44(1):40–53. https://doi.org/10.1080/03601277.2017.1388962.

63.  Narayan C. Is there a double standard of aging? Older men and women and ageism. Educ 

Gerontol. 2008;34(9):782–7. https://doi.org/10.1080/03601270802042123.

64.  Stuart-Hamilton I, Mahoney B. The effect of aging awareness training on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older adults. Educ Gerontol. 2003;29(3):251–60. https://doi.

org/10.1080/713844305.

65.  Cowan DT, Fitzpatrick JM, Roberts JD, While AE. Measur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health care staff toward older people: sensitivity of measurement instruments. Educ Gerontol. 

2004;30(3):237–54. https://doi.org/10.1080/03601270490273169.

66.  Gekoski WL, Knox VJ. Ageism or healthism? Perceptions based on age and health status. J Aging 

Health. 1990;2(1):15–27. https://doi.org/10.1177%2F089826439000200102.

67.  James JW, Haley WE. Age and health bias in practicing clinical psychologists. Psychol 

Aging. 1995;10(4):610–6. https://doi.org/10.1037//0882-7974.10.4.610. https://doi.

org/10.1037/0882-7974.10.4.610.

68.  Ng R , A l lore HG, Trentalange M, Monin JK , Lev y BR. Increasing negativ i t y of age 

stereotypes across 200 years: evidence from a database of 400 million words. PLOS ONE. 

2015;10(2):e011708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17086.

69.  North MS, Fiske ST. Moder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in the aging world: a cross-cultural 

meta-analysis. Psychol Bull. 2015;141(5):993–1021. https://doi.org/10.1037/a0039469.

70.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https://apps. 

who.int/iris/handle/10665/186463, accessed 13 October 2020). 

71.  Gaster L. Past it at 40? A grassroots view of ageism an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ristol 

(England): Policy Press; 2002.

72.  Kuchler H. Silicon Valley ageism: ‘They were, like, wow, you use Twitter?’. Financial Times.30 July   

2017 (https://www.ft.com/content/d54b6fb4-624c-11e7-91a7-502f7ee26895, accessed 13 

October 2020).

73.  Finkelstein LM, Burke MJ, Raju NS. Age-discrimination in simulated employment contexts – 

an integrative analysis. J Appl Psychol. 1995;80(6):652–63. https://doi.org/10.1037/0021-

9010.80.6.652.

74.  Gordon RA, Arvey RD. Age bias in laboratory and field settings: a meta-analytic investiga- tion. J 

Appl Soc Psychol. 2004;34(3):468–92.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4.tb02557.x.

75.  Bal AC, Reiss AE, Rudolph CW, Baltes BB. Examining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of older 

workers: a meta-analysis.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2011;66(6):687–98. https://doi.

org/10.1093/geronb/gbr056.

76.  Abrams D, Crisp RJ, Marques S, Fagg E, Bedford L, Provias D. Threat inoculation: experienced 

and imagined intergenerational contact prevents stereotype threat effects on older people’s 

math performance. Psychol Aging. 2008;23(4):934–9. https://doi.org/10.1037/a0014293.

77.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G, the PRISMA Group.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 2009;6(7):e1000097.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097.

78.  Case S, Haines K. Risky business? The risk in risk factor research. Crim Justice Matters. 

2010;80(1):20–2. https://doi.org/10.1080/09627251.2010.482234.

79.  Kraemer HC, Kazdin AE, Offord DR, Kessler RC, Jensen PS, Kupfer DJ. Coming to terms 

with the terms of risk. Arch Gen Psychiatry. 1997;54(4):337–43. https://doi.org/10.1001/

archpsyc.1997.01830160065009.

https://doi.org/10.1080/03601270701328318
https://doi.org/10.1080/03601277.2011.559864
https://doi.org/10.1080/03601277.2011.559864
https://doi.org/10.1080/03601277.2017.1388962
https://doi.org/10.1080/03601270802042123
https://doi.org/10.1080/713844305
https://doi.org/10.1080/713844305
https://doi.org/10.1080/03601270490273169
https://doi.org/10.1177%2F089826439000200102
https://doi.org/10.1037//0882-7974.10.4.610
https://doi.org/10.1037/0882-7974.10.4.610
https://doi.org/10.1037/0882-7974.10.4.61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17086
https://doi.org/10.1037/a0039469
https://apps. who.int/iris/handle/10665/186463
https://www.ft.com/content/d54b6fb4-624c-11e7-91a7-502f7ee26895
https://doi.org/10.1037/0021-9010.80.6.652
https://doi.org/10.1037/0021-9010.80.6.652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4.tb02557.x
https://doi.org/10.1093/geronb/gbr056
https://doi.org/10.1093/geronb/gbr056
https://doi.org/10.1037/a0014293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097
https://doi.org/10.1080/09627251.2010.482234
https://doi.org/10.1001/archpsyc.1997.01830160065009


“

”

 85

01 장

청년으로서의 저는, 제 정치적, 사회적 참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구 배당’이 

나타내는 한 숫자에 불과하거나, 그저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제가 사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으면,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와 학습’을 제안합니다. 이미 십여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도요. 

제가 받는 모든 돈과 함께 책임과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부여 됩니다. 젊으면 다 무능하고, 부주의하고, 

부패하기라도 하다는 것처럼요. 

므리둘(Mridul), 29세, 인도 

ⓒ Mridul Upadhyay / UN Major Group for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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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규모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는 직장, 법률 체계 및 정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제도에서 발현된다. 또한, 인구 기반 연구에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대인 연령주의의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노인에 대한 대인 연령주의보다 

더 지배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젊은층의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강도에 대한 증거 자료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5.1.1 제도적 연령주의

직장에서의 연령주의

직장에서 연령주의가 젊은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은 없었지만, 최근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증거에 따르면 

해당 집단에 대한 연령주의는 취업 후 특히 급여와 복리후생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 이는 젊은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에게 더 적용되는, 연령주의가 성차별주의와 교차된 

예이다.

나이가 적은 직원들은 또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연령 고정관념이나 얕잡아보는 말에 시달린다. 

또는 일반적으로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무능하게 여겨진다고 

보고한다(1). 35개국 4만 4천 명 정도의 근로자가 포함된 2015년 

젊은 사람들(50세 미만)에 대한 연령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 대부분은 연령주의의 만연과 징후를 

중심으로 한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는 직장, 법률 및 정치 체계 등 

제도에서 일어나며 유럽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에 대한 이해는 아직 

미미하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주요 결정요인에는 성격적 특징, 

나이가 다른 집단과의 접촉 여부, 건강 상태 및 돌봄 의존, 특정 

직업 및 직종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젊은	사람들,	즉	50세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에	대해	알려진	

바를	다룬다.	5.1절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규모에	관한	증거	자료를	논한다.	

5.2절에서는	영향을,	그리고	5.3절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결정	요인을	소개한다.

05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에서는 고용된 직원들 중 20세와 59세에 연령 

차별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그림 5.1 

참조)(2).

연령주의는 젊은 직원들이 강제로 직장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 2002-200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행된 

15-24세 사이의 직원 1,259명의 해고로 이어진 상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례의 8%는 연령 기반 차별에 

기인한 것이었다(3).

채용 시 발생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가 

지원자의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자격이나 경력, 지원자 

적합도, 직무 수준 또는 직장 상황(예, 동적 vs. 안정적) 

등과 같은 다른 요소가 작용했는지를 알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1).

그림 5.1. 지난 12개월간 연령 차별을 경험한 직원 

비율(연령별), 유럽, 2015

 

출처: Mullan et al.의 허락 하에 재수록(2).

법 체제의 연령주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주제의 문헌 고찰에 

따르면, 나이 든 범죄자에 비해 젊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더욱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지고, 더 중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희생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일부 연구에서는 

희생자가 노인일 때 위반이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욱 중한 벌을 권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 

에서는 나이의 영향이 없었다(1).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직원의 나이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고용인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다(4).

연령주의와 정치

점차 더 많은 연구에서 정치에서의 연령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청년이나 아동의 목소리는 의심하거나,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규제하고, 

정치적 논의에서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청년의 

관점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와 옹호 운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1).

정치에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는 성차별주의 

및 인종차별주의와 교차한다. 한 연구에서는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여성 노동 운동가들의 경험을 

관찰하여 여성의 나이가 성별이나 인종적 정체성과 

교 차 하 여  조 직 적인  불 이익 과  비 호 의 적  경험 을 

발생시킴을 발견하였다(5).

또 한 연구에서는 이집트의 젊은 여성 운동가들이 

나이와 성별때문에 정치적 역할을 맡거나 공적 기관에 

참여하는데 자주 제한을 받음을 밝혔다(6).

시장 선거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정치 후보의 나이가 

성별이나 인종에 비해 투표 행위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나이가 젊은 후보에 비해 중년 후보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8).

나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 수준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중년, 특히 남성이 가장 높은 

지위, 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젊은이들이 

가장 낮은 지위, 부,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1).

0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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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의료, 미디어 및 금융 등 다른 제도권에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 의가  나 타 나 는지,  그렇다 면  어떻 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주거 차별에 대해 

캐나다의 2002년 보고서는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혼자 

살기에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에게 계약을 

거절당한다고 밝혔다(9).

5.1.2 대인 연령주의

젊은 사람들을 향한 연령주의적 태도

젊은 사람들을 향한 연령주의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인들에 비해 젊은이들에게 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0, 11).

유럽 28개국의 15세 이상 참가자 약 5만 5천 명의 

대표성 있는 샘플을 기반으로 한 제 4차 유럽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2008-2009)에 

근거한 분석에서,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긍정적 고정관념 항목들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10). 그림 5.2에서 보여주는 대로 20대가 

‘친절함’, ‘유능함’, ‘존중 받음’,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짐’ 등의 네 가지 특성 조사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대인 연령주의 경험 보고

유럽사회조사(ESS)(2008-2009)에서 15-24세 구간이 

나이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5%의 조사 대상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생각했다(그림 

5.3 참조). 또한,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15-

24세 집단은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보다는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밝혔다(그림 2.4 

참조)(10).

이와 같이, 젊은이들에 대한 제도적 및 대인 연령주의의 

증거 자료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규모에 

대한 증거 자료는 부족하다.

5.2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단 10개의 연구만이 확인되었을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았다(1).

연령주의는 다른 “차별주의”들과 교차 적용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라질의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연령주의 자체가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인종차별주의나 계급차별주의, 혹은 양쪽 모두와 함께 

발생했을 때에는 연관관계가 나타났다(12).

증거 자료에 따르면 연령주의가 젊은이들의 웰빙과 

자존감에 제한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유럽인 표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연령 차별이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40-

70세 집단이었고,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

30세와 70세 이상 집단이었다(13). 또 다른 연구는 

연령 차별이 젊은이들의 웰빙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며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14).

두 개의 다른 연구는 연령주의가 젊은이들에게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자신의 고정관념화를 더 의식할수록 더 

기분이 나쁘며, 나이 든 다른 직원들에 대해 불만이 더 

높았다(15). 두 번째 연구는 연령이 편향된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노인에 비해서 젊은이들의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미한 부정적 영향만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하 지 만 ,  노인 들 이  젊 은 이 들 을  대 할  때  말 투 를 

조정하는 것을 인식할 때, 젊은이들의 집단 자존감은 

향상되었다(16).

연령주의가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는 엇갈린다. 두 개의 연구에서 젊은이들이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인지 

수행에 미친 영향을 관찰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17).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출처: Abrams et al.에서 허락 하에 재수록(10) . 

그림 5.3.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2008–2009) 대상국에서 나이로 인해 존중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연령별 비율(0–4 척도로 측정, 0은 전혀 경험한 적이 없음, 4는 매우 자주 

경험했음, 척도에서 0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만 포함)

그림 5.2. 대중의 20–29세 집단과 70세 이상 집단에 대한 특성 인식 경향

출처: Abrams et al.에서 허락 하에 재수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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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으나, 이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느낄 때에만 해당되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영향이 없었다(18).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인지된 연령차별은 나이에 

상관 없이 구 성원들의 조 직에 대한 헌신을 감소 

시킨다(19, 20). 또한 한 정성적 연구는 연령주의가 

젊은 여성 직원들의 업무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옷차림, 말투, 행동 등을 통해 의식적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덜 여성적으로 보이도록 만든다고 밝혔다(21).

이렇게 제한된 증거 자료에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결과는 

미미하고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노인들에게서 나타난 

연령주의의 중요한 영향(심각한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

5.3.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환경적 결정 요인과 함께, 

대상이나 가해자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이 

문헌에서 확인되었다(1).

5.3.1 대인 연령주의의 가해자 관련 개인 특성 

‘성별’, ‘연령’, ‘세대 간 우정의 부재’ 및 ‘특정 성격’ 등 

몇 가지 개인 특성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가해자와 관련 있을 수 있다(표 5.1 참조).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가해의 결정 요인으로써 

성별에  대한  연 구  결과 는  일 관 성이  없다.  일 부 

연구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젊은이들에 대해 덜 

연령주의적이라 제시하고, 다른 연구들은 차이가 없다고 

한다(11, 22–24).

나이의 많고 적음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가해의 위험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1). 예를 들어, 얼굴의 시각적 검사 연구에서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기 연령대의 얼굴을 더 

오래 관찰했고, 그것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다(25). 

다른 연구들은 젊은이들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또래 

집단에 대해 더욱 연령주의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함을 

보여준다(26, 27).

쾌활함의 성격 특성은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적인 

태도를 덜 보이는 데에 관련되어 있다(26). 하지만, 

성실함은 젊은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 더 높은 연령주의를 

가지는 성격 특성으로 나타났다(28).

유럽연합(EU) 25개국 대상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대 간의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젊은이들에 대해 덜 

연령주의적이었다. 하지만, 세대 간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젊은이들이 노인들에 대해 갖는 연령주의에 비해, 

노인들은 훨씬 더 젊은이들에 대해 연령주의적 태도를 

취했다(29).

5.3.2 대인 연령주의의 대상 관련 개인 특성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 

특성에 대한 증거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특정 직업군에서는 성별이 여성인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성과 기대를 측정했는데, 젊고 덜 매력적인 

남성 교사들이나 다른 연령대의 교사들에게 기대하는 

성과보다, 젊고 덜 매력적인 여성 교사들에게 기대하는 

성과가 더 낮은 것을 밝혔다(30).

건강이 나쁘거나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 역시 젊은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31).

5.3.3 대인 연령주의의 환경적 결정요인

‘직업과 직종’은 대인 연령주의의 가능한 환경적 결정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일부 직업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제한된 증거 자료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실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똑같은 자격을 갖춘 

후보 중에서 젊은 지원자에 비해 중년 지원자를 투어 

가이드로서 선호했다(3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젊은 

교사들에 대해 나이 든 교사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직업적 능력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젊은이에 대해 주어지는 정보량’도 연령주의의 환경적 

결정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이 기술되었다. 실제 맥락을 

시뮬레이션한 실험 연구에서 젊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될수록 그들이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30, 33–35).

5.3.4 제도적 및 자기지향적 연령주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연령주의나 젊은 사람들의 

자기지향적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없다. 

5.4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규모, 영향,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너무 적다. 하지만, 직장이나 

법률 및 정치 체제에 연령주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유일하게 데이터가 있는 지역인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더 

부정적인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젊은이들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표 5.1.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관련 유형

대
인

연
령
주
의

개
인

수
준 

결
정
요
인

가
해
자

성별 불명확

나이 불명확

성격 특성
쾌활함

성실함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직장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다른 연령집단과의 접촉

(조부모-손자녀 접촉,

세대 간 우정을 포함)

세대 간 우정 많음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대
상

성별 여성
(일부 직업적 맥락에서)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건강 상태 및 돌봄 의존 좋지 않은 건강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환경적 

결정 요인

직업 및 직종 일부 직업과 직종(예, 교육) 연령주의 증가(위험요인)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실험 연구에서 노인 제시 방식
젊은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연령주의 감소(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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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 특히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축적되는 영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주요 결정 요인에는 가해자 

수준의 개인 특성으로 쾌활함(보호 요인)과 성실함(위험 

요인), 다른 연령 집단과의 접촉(보호 요인) 등이 있고, 

잠재적 대상의 개인 특성에는 돌봄에 의존하거나 좋지 

않은 건강(위험 요인), 특정 직업 및 직종 종사(위험 요인) 

등이 있다.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직장, 법률 및 정치 체제 등 다양한 제도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연령주의를 조사함

 ·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함(규모, 영향, 

결정 요인 등. 특히 현재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젊은층이 인구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상자 5.1 참조)

 ·  젊은이들을 향한 연령주의의 규모, 영향 및 결정 

요인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관련 문제 해결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상자 5.1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연구 기회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연구의 결론은 주로 본 보고서를 위해 작성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1). 이 검토서는 13개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3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포함하는 종합적 검색 전략을 이용하였다. 263개의 정량적 및 정성적 연구가 

검토되었고, 50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하였다. 이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과 결정 요인의 증거 자료의 질에 대한 평가로 보완되었다.

확인된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많은 연구가 사실상 횡단면 연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령주의와 

영향 간, 그리고 결정 요인과 연령주의 간의 연관관계가 실제로 인과성이 있는지 확정하기 힘들다. 

또 다른 한계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가리키는 용어(예, 나이중심주의(adultism)와 

유아차별주의(kiddism))가 비일관적이어서 연구 간 비교가 어려운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소득 국가 및 중·저소득 국가 전체에 걸쳐, 제도적, 대인 및 자기지향적 

연령주의를 포함하여,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만연과 결정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연령주의가 젊은층 인구의 건강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으로 그리고, 생애 주기에 걸쳐 

누적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가 만연하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를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누적되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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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던 청년으로서 저는 다양한 인권 활동에 일찍부터 

참여하였는데, 그때부터 어린 나이때문에 많은 차별을 접했어요. 

할레드(Khaled), 26세,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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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률은 모든 연령 집단에 대한 연령주의의 감소와 근절에 

이용될 수 있다.

연령주의 감소 또는 근절을 위한 정책과 법률에는 연령 차별과 

불평등 관련 입법,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책 및 인권법 등이 포함된다.

일부 직접 증거 자료는 정책과 법률이 연령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과 법률이 다른 “차별주의”들(예,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을 감소시키는 간접 증거 자료가 

있으므로 연령주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06
이 	 장에서는 	 연령주의를 	 근절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첫번째	전략인	정책과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1절은	이	

전략을	기술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는지	보여준다.	 6.2절은	이러한	

전략의	효과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6.3절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형의	개입	사례를	제시한다.	6.4절은	

이러한	유형의	개입에	따른	비용과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한	요인들을	개괄한다.

6.1 정의와 작동 방식

정책과 법률 제정은 연령주의, 특히 나이에 근거한 차별의 감소 

또는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1). 정책은 한 사회가 

해당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행하는 계획, 헌신 또는 행동 

방침이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제안이나 활동을 검증하고 측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정책의 예로는 민원 제도를 개선하거나 연령 

차별을 근절하고 사람들이 동등한 접근과 참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 및 보건 제도에서의 행동을 계획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은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징벌을 가함으로써 집행하는 규칙의 체계를 

말한다. 또한, 법률은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되는데, 국제법은 

국가 경계 내에서 개인에 대한 처우와 서명국 간의 활동에 대한 

서명국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정한다.

국제 협약 또는 조약 및 국제 관습은 국제법의 두 가지 중요한 

원천이다. 국내법이라고 자주 불리는 본국법은 특정 국가 내에 

존재하는 법률을 말한다. 정책과 법률은 구별되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은 입법화될 수 있고 입법에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포함된다.

정책과 법률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연령주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억제 이론(deterrence theory)에 따라 주어진 

행동이나 관행을 불법화하여, 제재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통해 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2, 3). 

예를 들어, 고용주는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 차별을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는 적발될 경우 위반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 벌금)에 적발 확률을 곱한 만큼의 예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4).

둘째, 정책과 법률은 연령주의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명확한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여 연령주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2, 5-7).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입장을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편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태도가 

사사로이 언급되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7-12).

셋째, 인지부조 화 이론(theor y of  cogni t i ve 

dissonance)에 따르면(13), 정부 차원의 정책과 법률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부조화를 해결해야 하므로 결국 

대부분 사람들의 기본 태도도 바꿀 수 있다. 

넷째, 법과 정책은 주변 인구(예, 직장 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물리적 및 감각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나타내는 암묵적 편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15).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차별 규제 

법률은 보호 대상 집단 구성원의 존재감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시각적 묘사의 

사용이 금지되어 해당 집단 구성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줄일 수 있다(14).

연령주의, 특히 연령 차별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특정한 어려움이 따른다. 나이가 사람들을 구별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유로 간주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16). 예를 들어,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한 연령 구분은 과거에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구별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제시되었다. 

자격자 결정에 관해 이외에 다른 실용적이거나 공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17).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려면 

때로 연령별로 다른 처우가 필요할 수도 있다(18).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 대우가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질문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엄성, 자 율성 및 참여라는 인권 원칙을 

훼손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한 타당성 검사가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이나 가정, 

편견 등에 의해 오염되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령주의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동등한 지위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보장하는 반연령차별과 평등 법률 

및 정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과 노인과 젊은이들의 인권을 

체계화하고 그러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인권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인권 기관, 법원, 

옴부즈맨 및 조약을 유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타 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메커니즘이 정책 

및 법률의 구현과 감시에 사용된다. 

6.2 효과

국가 법률 및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무작위 대조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이 불가능하거나, 저렴하지 않거나, 

윤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관찰된 변화가 법률 또는 정책 

시행의 효과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19-

22). 해당 정책이나 법률이 실제로 관찰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아니면 이러한 효과가 다른 교란변수에 

의해 발생한 것인가?(19, 20) .  현존하 는 연구 는 

일반적으로, 법 사용의 영향과 효과, 법 집행을 위한 

조치와 그 효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기여, 

특정 그룹의 사회경제적 입장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다룬다(23).

연령주의 분야에서 호주, 캐나다, 유럽 및 미국의 고용 

분야 차별 금지법에 중점을 둔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0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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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대체로 이러한 법률이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었다(24-29). 예를 들어, 1967년 미국의 고용 

연령 차별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 t )의 도입은 전체 고령 근로자 고용에 작지만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효과를 끼쳤다(24). 이 법률은 

고용주가 직원의 생활나이(chronological age)를 

기준으로 의무 퇴직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특정 임원직 직원, 소방관 및 법 집행관 

등은 제한적으로 예외)(28, 29) . 그렇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적절하게 작성되고 시행되지 않으면 

반연령차별법이 오히려 소송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26).

국가 반 차 별법의 효 과 는 다 양 한 고 소 득 국가의 

다른 분야(예,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서 더 

연구되었으며, 대부분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7, 23, 30-32). 국가 반차별법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가장 체계적인 노력은 호주, 캐나다 

및 미국과 같은 기타 고소득 국가와 유럽의 몇몇 국가를 

비롯한 12개국에서 다양한 요인들(연령, 성별, 또는 장애 

등)을 다룬 법률의 영향 평가를 살펴본 것이다(23).

반차별법의 채택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모든 분석 

연구에서 잘 드러났는데, 고용 및 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더 높은 사회 참여도 그 중 하나였다. 또한 

효과적인 반차별법의 채택은 보호 대상 집단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일반 인구와의 임금 격차를 좁히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23). 반차별법 시행은 또한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차별의 용인과 대인 차별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7).

국제법의 직·간접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똑같이 어려운 

과제이다. 조약 체계와 각 국가의 입법 또는 정책 개혁 

사이에 결정적 인과 관계를 설정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33) .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제 

조약을 수립하고 비준하는 과정과 각 국가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조약국의 법률, 정책 및 관행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34, 3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36, 37),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등을 비준한 후 국가 차원의 변화를 

평가한 공식 유엔 보고서 및 검토를 포함한 몇몇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졌다(38). 20개국에서 6개 유엔 인권 

조약 비준 후의 변화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가 조약 규범을 국내 법적 구조와 문화에 통합하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39). 적어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이 (다른 주요 

요인이 통제된 경우에도) 여성의 권리에 대해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일부 나왔다(40, 41).

지역 차원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의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시행으로 개별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정부에서 

동성애자의 권리 및 연령 차별과 같은 문제에 관한 법률 

개정의 움직임을 낳았다는 증거 자료도 존재한다(33).

인권 법원의 다른 예로는,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라 판결하는 

미주인권재판소(In te r-A m er ic an  Co ur t  o f 

Human Rights)와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 준하여 판결하는 아프리카 

인권재판소(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가 있으며 그 성과도 늘고 있다(33).

6.3. 사례

아래 여섯 가지 사례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 유형을 보여준다. 

처음 네 가지 예는 국제 및 지역 기구와 관련된 반면, 

마지막 두 가지 예는 국내 기구와 관련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대처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의 

예는 상자 6.1에 소개되어 있다.

6.3.1 정치선언과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2002년 유엔총회는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과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승인했다(42).

선언 제 5조에서 연령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한다. 159개 정부에 의해 승인된 

MIPAA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시행된다.

각국은 5년마다 MIPAA 이행 상태와 진전에 필요한 

조치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는 시민 사회와 노인들과 

접촉하기 위한 참여 요 소가 포함되며, 국가 들이 

시행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국가 수준의 검토와 평가 이후, 

유엔지역위원회(UN Regional Commissions)에서 

정 보 를  통 합 한 다 .  검 토 와  평 가  과 정 은  유 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의 전체적 검토로 마무리된다.

정치 선언문 채택 이후 각 국가 차원의 연령 차별 

철폐 정책 개발의 진전은, 모니터링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연령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정책 조치를 점차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전담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43–46).

상자 6.1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감소와 근절을 위한 정책 및 법률

이 상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과 법률은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996년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채택한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행동 및 국제 지원을 위한 정책의 틀과 실질적 지침을 제공한다(59).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며, 차별 금지 및 관용과 모든 젊은 

여성과 남성의 기회 평등, 연대, 안전 및 사회 참여를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총회와 사회 

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2년마다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은 2008년 발효된 ‘이베로아메리카 청소년 권리에 관한 협약(Iberoamerican 

Convention on Rights of Youth)’을 통해 젊은이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왔다. 

이 협약은 15-24세 사이의 청년의 특정 권리를 제시하고, 그들을 발전의 전략적 행위자로 인정하고 

있다(60). 또한 2016년 추가 의정서가 채택되어 협약 조항 일부가 명료해지고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각 국가의 법적 및 인구통계적 현실에 맞춰 청소년의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 협약에서 

고려되는 연령 상한을 확대할 수 있다(61). 이 협약에는 국제 조약 모니터링 기구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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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유럽연합의 고용 평등 체계 지침

유럽 연합에서 연령 차별로부터 보호를 위해 규정한 

한 이정표는 고용 및 직업에서 평등한 대우를 위한 

일반적 체계를 수립한 2000년 11월 27일자 이사회 

지침 ‘2000/78/EC’이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고용과 

직업에서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구조를 구현했다(47). 

이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나이를 근거로 다른 처우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여 차별에 대한 보호의 최소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을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을 비롯하여 제재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27). 이 지침은 또한 회원국이 ‘작업장 관행, 단체 

협약, 행동 강령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평등한 

처우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도록 

요구한다(47, 48).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 

국내 법률이 지침의 요구 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제재 절차(infringement 

proce dures)를 시작 할 수 있다.  결과 적으 로 ,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 t of Just ice of the 

European Union)는 특정 조항이 불확실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지침의 해석을 지원한다(49).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에서 이 법을 도입하여 여러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 법안에 따라 유럽연합의 

차별 금지 및 평등 의제에서 다른 근거와 함께 연령이 

규정되었고, 많은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반연령차별법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일부 법률이 있는 소수 

국가에서는 보호 범위를 확대했고(27, 48), 유럽연합 

전역에 최소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구인 광고의 연령 

상한 규정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싸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50). 

이 지침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동등한 처우를 위해 국가 

관할권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여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연령 차별에 대한 국가 관행과 보호 수준이 각기 

달라졌다(51). 또한 이 체계는 고용에만 초점을 두어 

교육, 주거 및 사회 보호와 같이 연령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다른 영역이 다뤄지지 않았다(2장 참조).

20 08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당사국이 2년마다 이베로아메리카 청소년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62). 비준국은 볼리비아다민족국,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스페인, 우루과이 등의 7개국이다.

또 다른 예는 2009년 8월 발효된 ‘아프리카 청소년 헌장(African Youth Charter)’으로 15-35세 청소년의 

권리, 의무 및 자유를 강조한다. 젊은이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전략 계획 개발의 길도 열어준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아프리카 국가 개발 의제를 포함하여 지역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제공되지 않지만, 제 28조는 

아프리카 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가 당사국이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규정한다(62, 63). 아프리카 총 39개국이 이 헌장을 비준했으며 그 조항에 

구속된다(64).

모든 사람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직장 밖 차별(예를 들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초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현재 법에 따른 ‘인종’ 

및 ‘성별’과 같이, ‘나이’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유럽연합 체계를 완성시킬 

것이다(52).

6.3.3 노인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연합 의정서

노인의 권리를 위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의 아프리카 연합 의정서(African Union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는 또 하나의 

주요 발전이다. 2016년 1월 채택된 이 의정서는 수년 

동안의 협의의 산물이며 2002년 아프리카 연합 정책 

체계와 나이듦에 관한 행동계획(African Union Policy 

Framework and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 

천명한 공약을 보강한다(53). 이 의정서는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제3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고용, 사회 보호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다루어,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 차원의 해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의정서가 비준되고 실행되면 아프리카 노인들이 더 

나은 권리를 향유하게 될 수 있다. 이 의정서는 베냉과 

레소토 두 국가에서 비준되었다. 추가로 12개국이 이 

의정서에 서명하여 비준 의향을 나타냈다(54). 

6.3.4 미주 노인 인권 보호 협약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미주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은 노인의 인권을 완전히 보호하는 

최초의 지역 조약이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제5조),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여 사려 깊은 대우를 장려한다. 또한 

노인의 경험과 지혜, 생산성,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에 

대해 인정할 것을 촉진한다(55).

협약 비준국들은 노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 제재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정책, 계획 

및 입법을 비롯하여 협약에 명시된 권리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특화된 공공 기관의 설립과 홍보 

역시 국가의 의무이다. 이 협약은 평등과 나이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생명과 존엄, 독립성과 자율성, 일과 

교육,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에 대한 권리, 그리고 특히 

건강 관리 분야에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할 권리 등을 확립한다.

지역 국가 들 은 협약의 채택을 통 해 연령주 의와 

노년기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명시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기준과 이에 수반되는 

책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 협약은 

2017년에 발효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다민족국,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등 7개국이 이 조약 을 비준하였다. 아직 효과 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협약 비준에 따라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역 기준을 수립하고, 국가가 

새로운 공공 정책 및 입법 체계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56).

6.3.5 우루과이의 법률 및 정책 체계

우루과이의 국가 법률 및 정책 체계는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차별로부터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헌법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제8조), 

국가는 차별 철폐 정책과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 

금지를 통해, 고용을 포함한 특정 부문에서 다양한 연령 

차별 대응 조치를 취했다.

0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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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Instituc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와 옴부즈맨 사무소(Oficina del Defensor 

del Pueblo)는 우루과이 법에 규정된 대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2012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모든 몬테비데오 주민의 권리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몬테비데오 공익수호실(Defensor del Vecino de 

Montevideo)과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인권사무국(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 등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다른 제도들도 설립되었다. 

또한 우루과이는 2016년 11월 18일 미주 노인 인권 

보호 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률 및 정책 수단들은 적절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고(57)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맨 

사무소 간 조정을 더욱 원활히 함으로써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우루과이에서의 이러한 법률 및 정책 체계의 

영향을 심화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6.3.6 모리셔스의 기회균등법

모리셔스 헌법은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2012년 기회균 등법(Equal 

Opportunities Act)과 같은 특정 법률은 고용과 

교육,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시설의 제공, 숙박, 구내 

및 스포츠 시설 접근, 협회와 연합 및 클럽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 서의  차 별을  명 시적으 로  금지한 다. 

기회균등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불만을 

심의하는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 o m m i s s i o n ) 와  기 회 균 등 재 판 소 ( E q u a l 

Opportunities Tribunal)가 설립되었다. 기회균등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시도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이다. 화해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는 

기회균등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014년 위원회는 

나이에 근거한 차별과 관련된 두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하였다(58). 기회균등법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4 주요 요인과 비용

연령주의에 대응하는 법과 정책의 효과에 기여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엄격한 방 법론 적 연구 는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 법률 

및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일부 지표를 제공한다. 이 중에는 연령 

및 장애 등의 근거에 초점을 맞춘 12개국 반차별법의 

수용 및 효과에 기여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도 존재한다(23). 그러나, 이 분석에 포함된 몇몇 

연구는 설계에 결함이 있거나 제한된 방법론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출 가능한 결론에 한계를 가졌다(23).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요인 중 일부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  강력한 모니터링 및 집행 제도: 여러 연구에서 취약한 

집행 제도가 반차별법의 성공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규명했다(23, 27, 32, 65). 모니터링 

및 집행 제도는 국가 평의회 또는 위원회, 평등기구 

또는 옴부즈맨 설립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법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규정의 명확성: 

반차별법은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 또는 법률에 대한 

정보의 인식 제고 및 배포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7, 23, 27, 48, 65, 66). 

법률과 정책이 특정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일부 일반인은 그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법안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법에서 정한 특정 제재를 피하고, 연령 차별과 같은 

법의 위반을 경험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에 필요하다. 또한, 법률 및 정책 조항이 

명확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조건, 

그리고 입증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강력한 시민 사회 활동: 국내 비정부기구는 개혁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부기구는 

조약, 협약 또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 

위반 사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영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36, 40, 67).

 ·  자원 가용성: 집행과 모니터링 기구의 자금을 포함한 

자원 부족은 정책과 법률 시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40, 67–69). 

 ·  민주주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국제법은 안정되거나 

강화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69, 

70). 내부 감시자가 있으면 표현과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은폐하기 더 어려워져 조약 의무를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기존의 사회 규범: 반차별법은 사회에서 이미 널리 

지켜지는 규범을 근거로 구성했을 때 그 이행과 효과가 

향상된다(23).

 ·  대중 숙의: 법이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그들의 요구와 관심 사항 

충족에 필수적이다(68, 71).

정책과 법률의 예상 비용은 매우 다양하며 지리적 

범위(예, 국제, 지역 또는 국가), 정책 또는 법률 조항, 

실행 지원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필요한 모니터링 및 

집행 체계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르다(23). 한 연구에서 

새로운 대중보건법의 입법 요소 비용을 추정한 결과 

뉴질랜드 와 미국 등의 고 소 득 국가 에 서 새 로운 

대중보건법안의 평균 비용은 미화 382,000-980,000 

달러에 이른다(72). 하지만 이 추정치는 법 조항 실행 

비용이나 모니터링 및 집행 관련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6.5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정책과 법률 제정은 연령주의 감소 

또는 근절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자 6.2
유엔 고령화 공개실무그룹(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과 노인 권리에  

관한 새로운 유엔 협약의 가능성

유엔총회는 2010년 유엔 고령화 공개실무그룹을 수립했다(78). 이 실무그룹의 목적은 기존 

기구가 노인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검토하고, 보호 공백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구와 조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노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년 국가인권기구(79), 유엔 회원국, 

비정부기구 및 유엔기관 등이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외부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의 정부 간 기구이다. 이 실무그룹은 설립 이래 차별, 건강 및 장기 요양, 자율성과 독립, 

사회적 배제, 사회 보장, 폭력 및 학대, 임종 및 완화 치료 등 노인의 삶의 핵심 영역에 대해 논의해 

왔다. 2019년부터는 회원국이 실무그룹 세션에서 협의한 권고사항을 유엔총회에 제시하여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80). 노인 권리 신장을 위한 제안에 근거하여 인권이사회는 2014년 최초로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를 임명하였다(81).

이 실무그룹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 조약 또는 협약 개발을 토론하는 주요 포럼이다. 

2012년 유엔총회는 실무그룹에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 법률 기구에 관한 

제안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메커니즘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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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정책과 법률은 매우 다양하며, 

연령 차별과 불평등 대응 입법,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인권법 등이 

포함된다. 교육적 개입과 세대 간 접촉 활동과 더불어, 

정책과 법률은 연령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앞으로의 정책 및 입법 개입과 관련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연령  차 별 에  대 한  국 제  정 책 과  입 법  보 장 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법에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법적 수단이 없으며, 

대 부 분의  국제  인권법은  차 별  금지의  근거로 

‘나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 협약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34, 3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36, 37),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38) 에서와 같이, 염원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전환시켜 국가적 입법 및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엔 고령화공개실무그룹 설립 

이후, 노인 인권에 관한 새로운 유엔 조약 개발에 대한 

지원은 증가했다(상자 6.2 참조).

 ·  국내 차별 금지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연령주의적인 

기존 법률과 정책의 수정 또는 폐지, 연령차별 또는 

연령주의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사법적 

접근 개선 등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 법률 및 정책 규정이 꾸준히 채택되고 

있으나(17), 그 범위와 적용은 다른 사유에 의한 

차별에 대한 보장에 비해 불균등하다. 또한, 구체성, 

국제법과의 일치 여부, 법과 물질적 범위, 직·간접 

차별로부터의 보호, 차별적 대우 및 예외 조항은 물론 

모니터링 및 구제 수단 접근 측면에서도 많은 불일치와 

공백이 존재한다(51). 교차 및 누적 차별로부터 정책과 

법률(예, 연령과 장애에 따른 차별)을 통한 보호책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73–76). 

 ·  반차별법과 인권법 및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제 수준에서 기존 및 신규 반차별 법안과 

정책의  효 과 에  관 한  이해 증 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상자 6.3 참조).

 ·  정책과 입법 개입 비용의 추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비용 추정치 없이 개입의 

비 용  효 과 는  추 정할  수도  비 교할  수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용 효과성과 전략적 기획 

모델(WHO-CHOICE)을 이용하여 새로운 법률과 

정책의 수행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77).

요소들이 포함된 적절한 수단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82). 나아가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적 법적 수단에 관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그룹의 노력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83).

유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법으로 집행 가능하고, 특정 집단(예, 여성)의 권리를 개괄하거나, 

특정 문제(예, 고문)를 다룬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협약을 비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협약이 비준되면 비준국은 조약에 포함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의 법과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이 채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약은 권리, 평등, 사회 정의에 바탕을 둔 틀을 제공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노인을 수동적 복지 수혜자로 여기는 대신 능동적 권리자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수단의 사용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최선의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해왔다. 실무그룹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층 공개 토론에 집중하고, 더욱 정비가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검토할 것이다.

상자 6.3
정책과 법에 대한 연구 기회

연령주의에 대응하는 정책과 법률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없지만, 연령주의 및 기타 

“차별주의”들을 누그러뜨리는 법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연령주의를 줄이거나 근절하는데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향후 연구는 기존의 반차별법과 새로운 반차별법 

및 연령주의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대한 엄격한 영향 평가와 기여 요인 효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23). 지금까지의 연구가 제한된 범위의 국가에서 고용과 관련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저소득 국가에서 또는 고용 부문 이외에서 일어나는 

연령주의에 대응하여 개입한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과 법률 평가에 있어서 무작위 대조군 시험이 항상 가능하거나 윤리적인 연구 설계가 아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법률 또는 정책의 시행이 

관찰된 변화를 낳는지 알아내야 한다. 특정 결과에서 법의 영향을 분리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s in differences)이 그 한 통계 기법이다. 이를테면, 차별법 변경 전후의 

노인 근로자의 성과와 영향을 받지 않은 대조군(예를 들어, 젊은 근로자 또는 법적 변화가 없는 

국가의 노인 근로자, 혹은 이 두 집단 모두)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이러한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사례, 미국의 1967년 고용 연령차별법 도입 또는 주법 변경)(24).

관찰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법과 정책을 평가할 때 부딪치는 다른 문제들의 극복을 위해 또 다른 

방법들도 제안되었다. 회귀단절모형, 도구변수법 또는 원근매칭법(near-far matching approach) 

등을 사용하여 미관찰 요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예이다(19). 또는 잘 맞는 비교군이 없을 때는 

성향점수매칭(즉, 정책에 대한 노출을 예측하는 공변량을 설명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통계적 

매칭법)을 이용하여 비교 모집단 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9).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정성적 비교 분석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84). 이 분석 방법은 다수의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가 지지하는 논리적 결론을 찾고, 일부 사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량과 정성적 기법의 혼합 

방식이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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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단계이니까요. 

우리는 나이때문에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셀린(CELIN), 61세, 아이티 

ⓒ Joseph Jn- Florley / HelpAg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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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개입에는 정보,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역할극, 시뮬레이션 및 가상 현실을 통한 공감 향상 활동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적 개입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교육적 개입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개입은 실현 가능하며 적정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적 개입은 모든 형태의 연령주의 감소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07
이	장의	 7.1절은	연령주의	해결을	위한	

두번째	전략으로서	교육적	개입을	다룬다.	

7.2절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살펴보고,	7.3절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교육적	

개입	사례를	제시한다.	7.4절에서는	교육적	

개입의	비용과	개입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7.1 정의와 작동 방식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교육적 개입은 다양한 활동을 가리키며, 

이 활동들은 종종 결합되어 사용된다. 연령주의적 고정 관념, 

편견 및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보,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달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교육적 개입에는 역할극, 시뮬레이션 및 가상 

현실을 사용하여 관점 전환을 통해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활동 

또한 포함된다. 또한, 많은 교육적 개입이 세대 간 접촉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완전한 세대 간 접촉 개입과 결합된다(7.2절 참조)(1, 2).

교육적 개입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 대면 및 

온라인 교육에는 특정 수업(예, 노인병학, 노인학 또는 나이듦 

및 건강에 대한 수업)에 통합된 연령주의에 대한 강의 또는 모듈, 

또는 교육 과정에 통합되어 연령주의를 다루는 전체 수업(예, 의학, 

간호 및 사회복지 학교 등에서의 수업)이 포함될 수 있다. 대면 

교육은 봉사 학습(즉, 실용적인 가르침과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사회 봉사와 결합된 학습), 

임상순환 또는 임상실습(예, 의사와 동행하여 관찰하며 배우는 

학생들) 및 멘토링(즉,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을 안내하여 도움을 줌)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개입은 공식 교육 환경(즉, 학교, 단과대, 대학교)에서, 

그리고 소수가 비공식 학습 환경(예, 직장 또는 지역 센터)에서 

이루어졌다(3, 4).

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개입은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이 무지, 잘못된 정보, 오해 및 깊이 없는 

사고의 결과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고정관념에 반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오해를 없앤다. 더 깊이 있는 사고 기술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신념, 감정 및 

행동을 재고하고 갱신하여 연령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1, 5-9).

공감 강화 활동은 연령주의 대응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일종의 교육적 개입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0). 공감 강화 활동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과 싸우기 위한 관점 전환 연습을 

통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의 고통을 인식하고 

동일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습은 정서적 참여, 연민 및 도우려는 마음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예를 들어, 역할극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및 몰입형 가상 현실을 사용하여, 

참가자가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상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11-13).

지식 전달을 추구하 는 개입과 공 감 능력 향 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개입 모두 자기지향적 또는 제도적 

연령주의보다는 대인 연령주의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된 

개입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7.2 효과

연령주의 감소를 목표로 한 23개 교육적 개입을 

살펴본 2019년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고무적인 결론을 

내렸다(1). 교육적 개입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포함한 

나이듦 및 노인에 대한 태도에 ‘적음’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표준화 된 평균 차 0.34)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화 과정에 대한 정보와 오해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나이듦 관련 지식(표준화된 평균 차 0.41)에 

대해서는 ‘적음’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1, 14, 15).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교육적 개입은 다양한 

활동을 가리키며 이러한 활동들은 종종 결합되어 

사용된다. 연령주의적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보,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달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검토된 23개의 교육적 개입은 모두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21개,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대만이 각 1개씩이다(1).

교육적 개입은 중·저소득 국가의 연령주의 감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이 체계적 

문헌고찰은 교육적 개입이 연령주의와 관련된 태도와 

지식을 모두 변화시킴을 시사하는 이전 검토(학생들의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교육적 개입을 다룸) 결과를 

재확인시켜준다(2). 또한, 이 체계적 문헌고찰로 교육적 

개입에 대한 검토 두 건의 결정적이지 않은 결과는 

오래되고 철저하지 못하여 무효화 된다. 그중 하나는 

의대생과 의사에 대한 영향(16), 다른 하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을 평가했다(17).

교육적 개입은 중·저소득 국가의 연령주의 

감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7.3 사례

다음 네 가지 예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개입의 유형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이란의 사례는 세대 간 

요소를 포함하는 교육적 개입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국과 호주에서 각각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 관한 것이다. 세 가지 모두 주로 교실 기반 

교육에 의존한다. 마지막 사례는 영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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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에 맞서기 위해 가상 현실을 사용한 공감 증진 

활동이다.

7.3.1 이란의 워크숍과 대화 활동

이란의 마잔다란(Mazandaran) 지방에서는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요소를 갖는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입은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인간 발달에 관한 

10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듦의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강의, 토론, 영화 및 팜플렛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과의 대화도 포함되었다.

개입 전에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연령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으로 인해 모든 

학생 그룹에서 노인연령주의척도(Fraboni Scale of 

Ageism)의 점수가 낮아져 연령주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척도의 정서적 차원이 가장 크게 

줄었다. 이외에도 연령주의가 다른 전공 대학생들보다 

간호대 및 의대 학생들 사 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7.3.2 미국의 생애사 다큐멘터리

미국에서 수행했던 대면 교육 개입에서 학생들은 

생애사(life story) 다큐멘터리를 보고 토론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샘 발라드(Sam Ballard)와 그의 네 번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을 찾고, 

사랑을 잃고, 그의 삶에서 사랑과 관계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앨라배마 출신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메리 스타크 하퍼(Mary Starke Harper)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간호사였고, 명예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여섯 명의 

대통령에게 정신 건강과 나이듦에 대한 정책 및 연구에 

관해 조언하였다. 

이러한 개입은 학생들의 노인들과의 친밀감과 소속감, 

노인들과의 관계와 관심, 그리고 노인들 에 대한 

열정적이고 인상적인 느낌 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인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 회피 등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입이 노인들에 대한 더 긍정적인 

감정(예, “나는 노인을 좋아한다” 또는 “나는 노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과 노인들에 대한 편안함을 

증가시키지는 못했고, 노인들에 대해 덜 차별적인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9). 

7.3.3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과정 기반 개입

오 스 트레일리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대면 

교육은 그룹 토론, 게임, 역할극 및 사례 연구 등 4주 

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건강과 사회 교육과정에 통합되었다. 학생들에게는 

과제도 주어졌는데, 그들이 배운 새로운 기술을 그들이 

알고 있던 노인들과 연습해야 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조부모, 다른 친척 또는 가족의 친구 등 노인들과 

접촉하였다(20).

1주 차는 학생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하도록 하여 노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요 질문은 "나이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였다.

2주 차는 연령주의적 태도와 고정관념에 대한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이 세션의 주요 질문은 

“노인들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였다. 개입의 목표는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기존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 

노인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섣부르게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다.

3주 차는 청소년들에게 노인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여 상호존중을 장려했다. 이 

세션의 주요 질문은 “(서로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위해) 

노인들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였다. 

4주 차는 대인 관계 기술을 교육하여 청소년과 노인 

간의 긍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상호작용 증진을 목표로 

했다. 이 세션의 주요 질문은 “서로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즉,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였다. 이 세션은 부정적 반응에 대한 두려움과 

소통 방법의 불확실성 때문에 청소년들이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이 개입은 노인에 대한 지식을 증대하고 오해와 부정적 

편견을 감소하며, 더 긍정적인 태도(고정관념 포함)와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7.3.4 영국의 가상현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공감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 가상 현실 활동을 이용했다(11).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노인이 된 

자신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고립의 경험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학생들은 가상 현실 헤드셋을 

착용 하 였고 ,  그들 이 상 호작용 에 포함 되지 않는 

저녁식사를 경험했다.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노쇠한 

노인의 집에서 몇 가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몰입형 

경험을 하였다(예, 뜨거운 음료 만들기, 초인종 울리면 

나가기). 참가자들은 가상 현실을 통해 움직임과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청각이 둔해지고 시력이 흐려졌다. 

참가 학생들은 노인의 경험을 더 많이 인식하고, 

노인들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7.4 주요 특성과 비용

교육 기반 혹은 공감 강화 개입 중 어떤 유형의 교육 

개입이 더 효과적인지, 또한 각 하위 유형의 어떤 

특징(예, 온라인 또는 교실 기반 교육, 역할극, 시뮬레이션 

또는 가상 현실)이 효과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상자 7.1 참조). 

긍정적인 정보 제시는 노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상쇄할 수 있다.

상자 7.1
교육적 개입과 세대 간 접촉 개입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한 개입에 대한 연구 기회

교육적 개입과 세대 간 접촉 개입,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한 개입에 대한 결과는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실시한 양질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해당 분야 최초의 메타분석)을 기반으로 한다(1). 

이 검토에는 63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PRISMA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29). 총 14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개별 연구의 질과 각 결과에 대한 연구 전반의 증거 자료를 신중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저 연구의 질은 높지 않았다. 총 63개 연구 중 6개만이 무작위 대조군 시험이었다. 

연구의 절반 이상은 Cochrane 편향 위험 도구(Cochrane Risk of Bias)를 사용하여 평가한 6개 

차원 중 4개 이상에서 편향되었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레이드 도구(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GRADE)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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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관련된 특징 식별의 어려움은 교육적 개입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강좌와 강의를 이용했지만, 일부는 세대 간 접촉,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의 요소도 포함했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에서 교육적 개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일부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  시간을 두고 조금씩 교육하는 것이 전담 강좌보다 

나을 수 있다. 한 연구에서 교육 전달 방식을 비교한 

결과, 한 학기 동안 전담 강좌 형태로 정보를 수신한 

경우와 전체 교육 과정에 동일한 정보를 주입한 경우 

모두 노인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지만, 시간을 두고 

주입하는 것이 전담 강좌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21).

 ·  긍정적 관점에서 정보를 제시하면 노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상쇄할 수 있다. 교육적 개입의 

과제는 나이듦에 대해 정직하고 종합적인 묘사를 

하되, 너무 부정적이어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22, 23). 위험은 나이듦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제시하려 할 때, 참가자가 

기존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에 

집중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험적 연구에서 

노인의 제시 방식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교육적 

개입을 개발할 때 긍정적 측면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4장에서 검토했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다시 부추겨졌을 때,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개입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도 있다(6).

 ·  교육 을 강화하려면 그룹 토론이나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정보만으로 바뀐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룹 토론이나 사회적 기술 훈련 등 후속 활동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9, 24, 25).

 ·  역할극의 효과는 보고활동(debriefing)과 학생들이 

노인 역할을 해봄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역할극 

활동을 통해 학생 보건 전문인력의 공감 능력을 

높이려는 개입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는 두 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학생들이 보건 전문가 역할뿐 

아니라 노인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역할극 경험을 공감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고활동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26).

 ·  효과적 가상 현실 체험을 할 때에 중요한 점은 

참가자가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고 노인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상 현실을 통해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몰입할수록, 

그리고 그 세계에 실제로 있는 느낌이 클수록 공감이 

더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인이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을 많이 가질수록(즉, 

시뮬레이션 체현감이 커질수록) 공감도 더 커진다(12).

 ·  의료 전문가에게 정신 질환에 대해 교육하는 데에 

사용한 가상 현실 기반 시뮬레이션을 검토한 결과, 

그러한 개입은 의료 서비스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의료 서비스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이 검토는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 현실 개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러한 개입을 위한 최적의 내용과 

그 전달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해 합의가 부족함을 

강조한다.

증거 자료에 따르면 교육적 개입이 

연령주의 감소에 효과적이며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듦 게임(Ageing Game)은 효과가 입증되고 

비용이 추산된 몇 안 되는 교육적 개입 중 하나이다(23, 

28). 이 게임에서 의대생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신체적, 감각적 및 인지적 

결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개입 프로그램은 반나절이 

걸리며 한 번에 약 3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학생 1인당 

워크숍 비용은 미화 약 33달러 정도로 예상되어 비교적 

저렴하다. 효과적 개입의 비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비용 추정치 없이는 개입의 

비용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적 개입에 대해 

더욱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5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증거자료에 따르면 교육적 개입은 연령주의 감소에 

효과적이며 비용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들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교실 환경이나 

온라인에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개입이나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및 몰입형 가상 현실을 포함한 공감 

향상 활동 등 서로 다른 개입 유형이 포함된다. 교육적 

개입과 세대 간 접촉 활동은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입이며,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8 장 참조). 

교육적 개입을 위한 앞으로의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국가에서, 특히 교육적 개입이 드문 중·저소득 

국가의 공식(예, 학교, 단과대, 대학교) 및 비공식(예, 

직장) 교육 환경에서, 교육적 개입을 개발, 시험 및 

확장하여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감소시킨다

 ·  자기지향 및 제도적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현재 많지 않으므로 이것을 개발하고 시험 및 

확장한다.

 ·  개입이 보다 쉽게 재현되고 본질적인 특징을 더욱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입의 특징을 

기술한다(상자 7.1 참조);

 ·  추정치가 부족할 때 교육적 개입의 비용 및 비용 

효과를 추정한다.

각 연령주의 연구 결과 전반에 걸친 증거의 질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인 질은 3개의 결과에 대해 중간 정도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었다(30). 앞으로 연구자들은 편향될 위험이 적은 

양질의 연구 수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개입의 본질적 특징도 더욱 엄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i) 개입을 최적화할 수 있고, (ii) 둘 이상의 개입이 

결합될 때 어떤 요인이 효과에 기여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iii) 효과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략의 

특징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특히 개입을 재시험할 수 없는 새로운 맥락에서 그러하다. 

개입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설명을 위해 국제 전문가 팀이 개발한, 개입에 대한 설명과 재현 템플릿(Template 

for Intervention Description and Replication)의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이 있다(31). 우리는 연구자들이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개입 평가를 기획하고 보고할 때, 이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REFERENCES

124  125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1.  Burnes D, Sheppard C, Henderson CR Jr., Wassel M, Cope R, Barber C, et al. Interventions to 

reduce ageism against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 J Public Health. 

2019;109:e1-9. https://doi.org/10.2105/AJPH.2019.305123.

2.  Chonody JM. Addressing ageism in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of the pedagogical inter- 

vention literature. Educ Gerontol. 2015;41:859–87. https://doi.org/10.1080/03601277.2015.10

59139.

3.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Council of Europe, Linguistic Integration of Adult 

Migrants [websit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2020 (https://www.coe.int/en/web/lang-

migrants/formal-non-formal-and-informal-learning, accessed 24 September 2020).

4.  Recogni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ebsite].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http://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recognitionofnon-

formaland- informallearning-home.htm, accessed 24 September 2020).

5.  Dasgupta N. Mechanisms underlying the malleability of implicit prejudice and stereotypes. 

In: Nelson TD, editor.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9:267–84.

6.  FitzGerald C, Martin A, Berner D, Hurst S. Interventions designed to reduce implicit prejudices 

and implicit stereotypes in real world contexts: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ol. 2019;7:29. 

https://doi.org/10.1186/s40359-019-0299-7.

7.  Lai CK, Marini M, Lehr SA, Cerruti C, Shin JE, Joy-Gaba JA, et al. Reducing implicit racial 

preferences: I.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17 interventions. J Exp Psychol Gen. 

2014;143:1765–85. https://doi.org/10.1037/a0036260.

8.  Paluck EL, Green DP. Prejudice reduction: what works? A review and assessment of 

research and practice. Annu Rev Psychol. 2009;60:339–67. doi10.1146/annurev.

psych.60.110707.163607.

9.  Ragan AM, Bowen AM. Improving attitudes regarding the elderly populat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and reinforcement for change. Gerontologist. 2001;41:511–5. https://doi.

org/10.1093/geront/41.4.511.

10.  What is empathy? In: Greater Good Magazine [websit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Greater Good Science Center; 2020 (https://greatergood.berkeley.edu/topic/

empathy/definition, accessed 2 August 2020).

11.  Hudson J, Waters T, Holmes M, Agris S, Seymour D, Thomas L, et al. Using virtual experiences 

of older age: exploring pedagogical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students. In Hudson 

J, Kerton R, editors. Proceedings of the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to Enhance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Conference 2018. Chichester (UK): IM Publications Open; 

2019:61–72. https://doi.org/10.1255/vrar2018.ch7.

12.  Louie AK, Coverdale JH, Balon R, Beresin EV, Brenner AM, Guerrero APS, et al. Enhancing 

empathy: a role for virtual reality? Acad Psychiatry. 2018;42:747–52. https://doi.org/10.1007/

s40596-018-0995-2.

13.  Oh SY, Bailenson J, Weisz E, Zaki J. Virtually old: embodied perspective taking and the reduc- 

tion of ageism under threat. Comput Hum Behav. 2016;60:398–410. https://doi.org/10.1016/

j.chb.2016.02.007.

14.  Lipsey MW, Wilson DB.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2001.

15.  Rosenthal JA. Qualitative descriptors of strength of association and effect size. J Soc Serv Res. 

1996;21:37–59. https://doi.org/10.1300/J079v21n04_02. 

16.  Samra R, Griffiths A, Cox T, Conroy S, Knight A. Changes in medical student and doctor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fter an intervention: a systematic review. J Am Geriatr Soc. 

2013;61:1188–96. https://doi.org/10.1111/jgs.12312.

17.  Brown CA, Kother DJ, Wielandt TM. A critical review of interventions addressing ageist 

attitudes in healthcare professional education. Can J Occup Ther. 2011;78:282-93. https://doi.

org/10.2182/cjot.2011.78.5.3.

18.  Sum S , Emamian S , Sef idchian A . Aging educational program to reduce ageism: 

intergenerational approach. Elder Health J. 2016;2:33–8.

19.  Yamashita T, Hahn SJ, Kinney JM, Poon LW. Impact of life stories on college students’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Gerontol Geriatr Educ. 2018;39:326– 40. https://

doi.org/10.1080/02701960.2017.1311884.

20.  Mellor D, McCabe M, Rizzuto L, Gruner A. Respecting our elders: evaluation of an edu- 

cational program for adolescent students to promote respect toward older adults. Am J 

Orthopsychiatry. 2015;85:181–90. https://doi.org/10.1037/ort0000041.

21.  Jansen DA, Morse WA. Positively influencing student nurs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elders: 

results of a curriculum assessment study. Gerontol Geriatr Educ. 2004;25:1–14. https://doi.

org/10.1300/J021v25n02_01.

22.  Merz CC, Stark SL , Morrow-Howell NL, Carpenter BD. When I ’m 64: ef fec ts of an 

interdisciplinary gerontology course on first-year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aging. 

Gerontol Geriatr Educ. 2018;39:35–45. https://doi.org/10.1080/02701960.2016.1144600.

23.  Pacala JT, Boult C, Hepburn K. Ten years’ experience conducting the Aging Game work- 

shop: was it worth it? J Am Geriatr Soc. 2006;54:144–9. https://doi.org/10.1111/j.1532-

5415.2005.00531.x.

24.  Intrieri RC, Kelly JA, Brown MM, Castilla C. Improv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and skills with the elderly. Gerontologist. 1993;33:373–8. https://doi.org/10.1093/

geront/33.3.373.

25.  Yu CY, Chen KM. Experiencing simulated aging improve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ging. J Am Geriatr Soc. 2012;60:957–61. https://doi.org/10.1111/j.1532-5415.2012.03950.x.

26.  Bearman M, Palermo C, Allen LM, Williams B. Learning empathy through simul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imul Health Care. 2015;10:308–19. https://doi.org/10.1097/

SIH.0000000000000113.

07 장

https://doi.org/10.2105/AJPH.2019.305123
https://doi.org/10.1080/03601277.2015.1059139
https://doi.org/10.1080/03601277.2015.1059139
https://www.coe.int/en/web/lang-migrants/formal-non-formal-and-informal-learning
http://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recognitionofnon-formaland- informallearning-home.htm
http://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recognitionofnon-formaland- informallearning-home.htm
https://doi.org/10.1186/s40359-019-0299-7
https://doi.org/10.1037/a0036260
http://doi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07
http://doi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07
https://doi.org/10.1093/geront/41.4.511
https://doi.org/10.1093/geront/41.4.511
https://greatergood.berkeley.edu/topic/empathy/definition
https://doi.org/10.1255/vrar2018.ch7
https://doi.org/10.1007/s40596-018-0995-2
https://doi.org/10.1007/s40596-018-0995-2
https://doi.org/10.1016/j.chb.2016.02.007
https://doi.org/10.1016/j.chb.2016.02.007
https://doi.org/10.1300/J079v21n04_02
https://doi.org/10.1111/jgs.12312
https://doi.org/10.2182/cjot.2011.78.5.3
https://doi.org/10.2182/cjot.2011.78.5.3
https://doi.org/10.1080/02701960.2017.1311884
https://doi.org/10.1080/02701960.2017.1311884
https://doi.org/10.1037/ort0000041
https://doi.org/10.1300/J021v25n02_01
https://doi.org/10.1300/J021v25n02_01
https://doi.org/10.1080/02701960.2016.1144600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5.00531.x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5.00531.x
https://doi.org/10.1093/geront/33.3.373
https://doi.org/10.1093/geront/33.3.373
https://doi.org/10.1111/j.1532-5415.2012.03950.x
https://doi.org/10.1097/SIH.0000000000000113
https://doi.org/10.1097/SIH.0000000000000113


126  127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27.  Wan WH, Lam AHY. The effectiveness of virtual reality–based simulation in health pro- fessions 

education relating to mental illness: a literature review. Health. 2019;11:646–60. https://doi.

org/10.4236/health.2019.116054.

28.  Pacala JT, Boult C, Bland C, O’Brien J. Aging Game improves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elders. Gerontol Geriatr Educ. 1995;15:45–57. https://doi.org/10.1300/

J021v15n04_05.

29.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G, the PRISMA Group.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 2009;6(7):e1000097.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097.

30.  Guyatt GH, Oxman AD, Vist GE, Kunz R, Falck-Ytter Y, Alonso-Coello P, et al. GRADE: an 

emerging consensus on rating quality of evidence and strength of recommendations. BMJ. 

2008;336:924-6.  https://doi.org/10.1136/bmj.39489.470347.AD.

31.  Hoffmann TC, Glasziou PP, Boutron I, Milne R, Perera R, Moher D, et al. Better reporting of 

interventions: template for intervention description and replication (TIDieR) checklist and 

guide. BMJ. 2014;348:g1687. https://doi.org/10.1136/bmj.g1687.

07 장

https://doi.org/10.4236/health.2019.116054
https://doi.org/10.4236/health.2019.116054
https://doi.org/10.1300/J021v15n04_05
https://doi.org/10.1300/J021v15n04_05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097
https://doi.org/10.1136/bmj.39489.470347.AD
https://doi.org/10.1136/bmj.g1687


“

 129

01 장

전체 사회와 특히 정부가 젊은이들과 노인들 간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립시아(Olipcia), 74세, 아이티 

ⓒJoseph Jn-Florley / HelpAge International 

“
”

08

전략 3: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개입

129

08 장



장

130  131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8.1 정의와 작동방식

세대 간 접촉을 통한 개입은 서로 다른 세대 간 상호작용 증진을 

목표로 하며, 연령주의를 다루는 중요한 전략이다. 세대 간 접촉을 

통한 개입은 일반적으로 노인과 젊은이가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세대 간 유대감과 이해를 도모한다(1).

세대 간 접촉 활동은 보통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 활동으로 나뉜다. 

직접 접촉은 노인과 젊은이들이 게임, 원예, 공예나 음악 치료 

참여, 또는 서로 가르치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함께 하며 일어나는 

대면 접촉을 수반한다; 젊은이들이 요양원을 방문하거나 노인과 

함께 하는 봉사 학습도 이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긴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젊은이와 토론을 하는 것과 그 반대로 젊은이가 

주체가 되는 활동도 직접 접촉에 해당한다. 이외에 노인과 

젊은이들이 가끔 주택 공유(home-sharing)라 칭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도 직접 접촉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은 가장 흔한 세대 간 직접 접촉 활동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고, 요리법을 공유하며 

요리를 같이하는 등의 활동을 수반할 수 있다.

세대 간의 우정과 조부모와 손자녀 간 접촉 또한 잠재적으로 

연령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세대 간 직접 접촉의 형태이다(2).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세대 간 접촉 개입은 다른 세대 간 상호작용 증진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는 세대 간 접촉과 교육적 개입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며,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에도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과 세대 간 접촉을 결합한 개입 프로그램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세대 간 접촉 개입만 이용한 

경우보다 조금 더 큰 효과가 있지만, 나이듦에 대한 지식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개입은 관련 정책 및 법률과 교육적 

개입과 함께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연령주의	근절의	또	다른	효과적	

전략인	세대	간	접촉	개입을	다룬다.

8.1절은	이	개입에	대해	기술하고	어떻게	

연 령 주 의에 	 작 용 하 는 지 	 설 명 한 다 .	

8 .2절에서는	 효과에	 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8 .3절은	해당	유형의	개입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8.4절은	이	

개입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증거자료와	그	비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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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의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 조부모와의 관계는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들과 맺는 최초의 접촉이자 가장 

빈번한 접촉에 해당한다(1). 손자녀가 조부모와 사는 

조손 가족은 세계 일부 지역(예,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흔하며, 이것은 아이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거나 

그들의 부모가 노동을 위해 이주했기 때문이다(3).

세대 간 우정과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접촉은 엄밀한 

의미의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대 간 

우정과 조부모와 손자녀 간 접촉이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룬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주제이므로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간접적인 세대 간 접촉 개입은 참가자들이 직접적인 

또는 대면 접촉 없이 다른 연령 집단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간접 접촉과 상상 간접 접촉은 가끔 

구별된다. 예를 들어, 확장된 간접 접촉은 내 또래의 

친구에게 다른 나이대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친구의 친구는 곧 나의 친구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상상 간접 접촉은 사람들에게 다른 

나이대의 사람과 긍정적인 만남을 가진다고 상상해보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작동한다(2).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은 

세 대  간  접 촉  개 입이  어떻 게  연령 주 의  감 소 에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최적의 조건’에서 집단 간 

접촉을 도모하면, 집단 간 접촉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관점 전환(perspective-taking)과 공감(empathy)을 

증가시킴으로써 집단 간 편견과 고정관념을 보다 적게 

줄일 수 있다(4, 5).

‘최적의 조건’은 두 집단이 동등한 지위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집단 간에 서로 협력하며, 권위자나 법률 및 관습의 

지지가 있을 때 생성된다(2, 4-6)(4장, 상자 4.1 참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입 평가는 집단 간 접촉의 

효과가 개입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을 넘어 전체 외부 

집단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4, 5).

8.2 효과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전략은 교육적 개입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 개입 중 하나이다.

세대 간 접촉을 기반으로 한 개입이 노인에 대한 연령 

주의를 감소시킨다는 증거 자료가 늘고 있다. 평가를 

포함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21개의 다양한 세대 간 

접촉 개입은 고정관념 및 편견을 포함한 태도에 ‘작은’ 

효과(표준화된 평균차 0.18)가 있었다(7). 또한, 이러한 

개입이 나이듦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오해를 포함한 

지식에 ‘중간’ 정도의 효과(표준화된 평균차 0.53)가 

있음이 드러났다(7장, 상자 7.1 참조).

검토에 포함된 모든 연구 는 상위 중소득 국가인 

중 국의 한 연구 를 제외하면 모두 고 소득 국가의 

연구이다(7). 따라서, 세대 간 접촉 개입이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약간의 근거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8-11). 이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교육과 세대 간 접촉 활동을 결합한 

형태의 개입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도 하였다(상자 8.1 

참조).

이 문헌고찰에 의하면, 40개의 세대 간 접촉 또는 교육과 

결합된 형태의 개입 중 단 두 케이스만이 자기지향 

연령주의와 관련된(참가자 자신의 나이듦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대상으로 했다. 제도적 연령주의를 다룬 경우는 

전무했다(7).

이러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를 통해 선행 리뷰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54개의 연구를 포함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그룹 간 접촉 이론을 검증하였는데, 세대 간 

접촉 프로그램의 다른 리뷰에서 확인하였듯이(2) 세대 

간 접촉을 통한 개입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5).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의 감소를 위한 이러한 개입의 

효과에 관련된 증거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0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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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유망하다(상자 8.2).

세대 간 접촉에는 연령주의의 감소 외에도 다른 이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이러한 

접촉은 개선된 건강과 심리적 웰빙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소속감을 높여주고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2, 20, 21).

상자 8.1
교육과 세대 간 접촉을 결합한 형태의 개입

교육적 개입과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개입은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를 위해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63개 연구 중 19개에서 이러한 결합 개입이 이루어졌다(7). 

결합된 교육 및 세대 간 접촉 개입은 세대 간 접촉(표준화된 평균차 0.18)만 포함하는 경우에 비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비롯한 노인을 향한 태도에 조금 더 큰 영향(표준화된 평균차 0.43)을 미쳤다. 

하지만, 결합된 개입과 교육만 이용한 개입 사이에는 태도에 대한 영향에 차이가 없었다. 교육만 

이용한 개입과 세대 간 접촉만 이용한 개입 사이에서도 태도에 관한 영향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결합된 개입은 지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교육만 진행된 개입과 세대 간 접촉만 

이용한 개입은 각각 지식에 대해 적거나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7, 12, 13).

심층 분석에서는 교육만 진행된 개입, 세대 간 접촉만 이용한 개입, 그리고 두 가지가 결합된 개입의 

결과를 통합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했다(7).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개입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의 연령 집단에서는 태도와 지식에 적은 영향을 미쳤으나, 취학 전 연령이나 초등 학령 

아동의 태도 개선에는 효과가 없었다.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학생의 지식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또한 분석을 통해, 개입의 정도는 태도나 지식의 개선과 상관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개입은 어린 참가자들이 성인과 상호작용할 때 편안함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들 자신의 나이듦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자기지향 연령주의의 대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에 포함된 19개의 결합된 개입 중 18건은 미국에서, 그리고 1건은 캐나다에서 수행되었다(7). 

따라서 결합된 개입의 연구 결과가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례: 미국의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교육과 접촉 경험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교육과 접촉 경험(PEACE) 프로그램은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감소하기 위해 수행된 교육과 접촉이 결합된 개입의 예이며 온라인으로 시행되었다(14). 이 

프로그램은 나이듦과 노인에 대한 일련의 참/거짓 진술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참가자들은 “우울증은 젊은이들보다 노인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라는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해야 했다. 교육적 구성 요소로서,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답한 후 정답과 그에 따른 

설명이 제시되었다. 

접촉의 구성 요소는 일종의 간접적 확대 접촉으로, 우울증에 관한 질문에 세대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다른 응답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맥스(22세)는 … 찰스의 

삶에 대한 긍정적 견해에 감탄하고 그처럼 되고 싶다고 희망한다…”

검증 결과는 시행하기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온라인 개입이 노인들에 대한 태도와 나이듦에 

대한 지식을 개선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더 심층적인 개입을 개발하여 연령주의 감소를 위해 

폭넓게 온라인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PEACE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결합된 개입이 교육이나 

세대 간 접촉 중 한 요소만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연령주의 감소 결과에 대한 효과가 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4).

상자 8.2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감소를 위한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개입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대 간 접촉 전략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증거면에서 

희망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빠르게 수행한 검토에서는, 비교 집단(무작위 또는 비무작위)이 있는 

설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한 다섯 개의 연구를 확인하였다(15-19). 이들 연구 

모두 젊은이나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조사하였다. 이 중 네 개의 연구에서 이러한 개입이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적 태도를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고(15-17, 19), 한 연구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18).

사례: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의 세대 간 연결 및 성장 프로그램

(Young-Old Link and Growth Intergenerational Programme)

이러한 개입의 한 예는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의 <세대 간 연결 및 성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연령 관련 고정관념의 근절과 젊은이와 노인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9). 이 프로그램은 6개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지역 사회의 노인 167명과 중등학교의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젊은이와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단계(기초 단계)는 개입을 진행하도록 선정한 사회복지사 훈련 2회로 구성되었다. 2단계(자극 

단계)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단계는 노인과 

젊은이들을 위해 한 세션당 2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들은 현 세대 젊은이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발달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했으며,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장애(예, 눈이 침침함)를 체험하기 위한 모의 훈련에 참여하였다. 3단계(통합 단계)는 두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일일 세션 2회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집단 목표 설정(즉, 두 세대에 모두 적절한 관광지 

확인), 두 번째는 목표 달성(즉, 함께 해당 관광지 방문)을 수반하였다. 그 다음에는 노인과 젊은이 

모두 참여하는 두 개의 추가 세션(2시간)이 이어져, 방문한 장소에 대한 그룹 발표를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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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례

이 절에 제시된 네 가지 세대 간 접촉 개입 사례 중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비디오 

게임을 함께 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 에 서 간호대 및 의대 학생 들의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의 형태를 묘사한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포르투갈에서 학생들이 노인들의 주택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대 간 접촉에 참여한 개입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은 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짧은 세대 간 상상 접촉 사례이다. 

8.3.1 싱가포르의 비디오 게임

싱가포르의 세대 간 개입에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짝을 

지어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비디오 게임을 하는 직접 

접촉이 포함되었다. 노인 참가자들은 지역 사회 활동 

센터에서 모집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지역 

학교에서 모집한 젊은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17세였다.

비디오 게임을 함께 한 젊은이와 노인 참가자 모두,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집단 간 

불안감(예, 다른 집단의 구 성원과 상호작용할 때 

어색함을 덜 느꼈고, 남을 덜 의식했으며, 더 자신감을 

보였다)과 태도(예, 바보스런-현명한, 지루한-재미있는, 

비활동적인-활동적인의 차원에 따라 측정되는)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다. 이 결과는 게임을 즐긴 것이 

세대 간 불안 감소와 함께, 젊은이는 아니지만 노인들의 

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16).

8.3.2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의 봉사 학습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있었던 간호대생 및 의대생 

대상 개입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반나절 간의 

입문 연수, 10주의 상호작용 기간, 또 반나절 간의 세대 

간 공유 시간이 그것이다. 상호작용 기간 동안에는 

노인들과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공동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았다(예, 연령 관련 변화, 노년기 만성 질병 문제나 

말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그 다음 각 팀은 한주에 한두 

시간씩 만났다. 그들은 연령 관련 변화, 노년기 만성 질병 

문제, 말년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 등의 주제를 

토론했다. 목표는 젊은 학생들이 나이듦의 현실과 그들의 

파트너인 노인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입을 통해 간호대생 및 의대생들은 나이듦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노년의 정신 건강 필요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켰다(22).

8.3.3 포르투갈의 주택 공유

200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한 아콘셰구(Aconchego) 

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세대 간 접촉을 

장려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은 대학생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대신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립을 덜도록 도왔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혼자 사는 노인들과 숙소가 

필요한 학생들은 신중하게 짝이 지워지고, 공동의 

기대, 관심사, 개인사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숙소가 필요한 

학생들로부터 주로 왔으나, 점차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더 익숙해지고 신뢰를 느끼면서 노인들로부터 요청이 

증가하였다. 이 프 로 그램은 학생과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인 포르투(Porto)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학생 인구가 많은 두 도 시인 리스본(L isbon)과 

코임브라(Coimbra)에서 진행되었다. 아콘셰구 

(Aconchego)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관찰되었으나 

연령주의에 대한 영향은 평가되지 않았다(23, 24).

이 모델은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대한민국 등 약 

16개국으로 전파되었다. 때때로 이 프로그램은 주택 

공유(home-sharing)로 알려져 있다(25). 주택 공유 

프로그램의 연령주의 외의 성과에 관한 약간의 정성적 

평가는 이루어졌으나(26), 연령주의에 대한 영향의 

엄밀한 평가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8.3.4 영국의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

세대 간 간접적 상상 접촉의 형태에 근거한 짧은 개입이 

영국 학부생들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나 타 나 는  부 정 적인  태 도 를  감소 시 킬  목 적 으 로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낯선 노인을 처음 만나 2분간을 함께 보내는 

자신을 상상을 하라고 지시 받았다. 또한, 그 사람에 대해 

흥미롭고 예기치 않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상상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 간단한 저비용의 개입으로 노인에 대한 명시적 

부정적인 태도(예, 학생들은 덜 냉담하고, 덜 수상하고, 

덜 적대적이라고 느낌)와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암묵적 편향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자들은 상상 접촉이 직접적인 대면 세대 간 접촉에 

비해 덜 강력하고 덜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상기시켰다(27).

8.4 주요 특성과 비용

몇몇 연구는 조부모-손자녀 사이와 다른 세대의 친구 

사이를 포함한 세대 간 접촉의 효과를 증진하는 요인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  집단 간 접촉 이론에 따르면, 세대 간 접촉 활동의 

최적의 조건 중 하나는 각 집단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노인을 향한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는데 실패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젊은 

참가자들과 나이 든 참가자들 간의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 한 집단의 기술이 다른 그룹보다 작업에 

유리하거나, 다른 연령 집단의 숫자가 같지 않거나, 

환경에 대한 친숙도가 다른 경우, 불평등한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개입에 많은 젊은 사람들과 

소수의 노인들만 포함된다면, 불평등한 지위가 생길 

수 있다. 접촉 상황에서 지위가 낮아지면 활동 참여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만일 

집단 간 지위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면, 세대 간 활동이 

사실상 편견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2, 4).

 ·  세대 간 활동에서 집단 간 접촉의 질(예,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또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가깝게 느꼈는지)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감소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접촉의 

빈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1) . 양질의 접촉은 

신뢰를 쌓는 작업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이 상대방을 

가르 치려 드는 상황 을 피하고 , 참가자가 서로 

개인 정보를 공유하 는 동안 자기를 드러내도록 

권장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공개에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과거에 관해 이야기하 는 것은 접촉의 친밀도를 

증가시키지만,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드러내면 오히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 28, 29). 따라서, 양측이 균형 잡힌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되 과거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

연습하고, 발표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평가를 통해, 세대 간 태도에서의 긍정적 변화, 다른 세대 참가자들에 대한 편안함 증가 및 젊은 참가자와 노인 

참가자 모두의 증가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참가자보다는 

적은 참가자에게서 더 컸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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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집단 간 경쟁을 줄이고, 목표 공유를 통해 

협력을 증진하는 활동은 집단 간 접촉 이론의 최적 

조건과 일치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보인다. 협력 

증진 활동으로는 미술이나 만들기 작업, 세대 통합 

합창단, 오케스트라나 요리 등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활동이나 작업이 각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관찰자가 존재하며, 개인들이 접촉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하 는 것 또한 

중요하다(2).

 ·  리뷰에 의하면, 개입이 더 잘 구조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될수록 더 효과적이다(예, 잘 훈련된 강사, 

참가자에게 명확한 지침 제공 및 프로토콜 사용)(20).

 ·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 그룹화 방식의 잠재적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연령이 혼합된 큰 집단으로 

나눌 것 인지, 혹은 두 명씩 짝을 지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젊은이와 노인이 한 쌍으로 

수행된 활동(예, 구조화된 대화 및 음악에 따라 

움직임)이 더 큰 그룹에서 발생하는 활동(예, 노래 또는 

악기 연주)보다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언하였다(15).

개입에서 잠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연령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조부모-손자녀 사이의 접촉과 다른 

세대의 친구 사이의 접촉이 낳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논의한 

성공적인 세대 간 접촉 개입의 특징과 중첩된다.

 ·  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조부모와의 접촉의 질과 빈도는 

모두 탄탄하고 독립적인 연령주의 감소 효과 를 

가짐을 발견하였다(30).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접촉이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한다(2, 31). 양질의 접촉은 두 그룹 모두 자기 노출이 

증가하고 관점 전환이 향상되었다는 특징을 갖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젊은이는 조부모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대하고, 과도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이 조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데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2, 

31). 연령주의 감소로 이어지는 세대 간 우정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양측의 자기노출(self-

disclosure), 관점 전환(perspective-taking) 그리고 

공감(empathy)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  부모의 격려와 공유된 가족의 정체성 또한 손자녀와 

조부모의 접촉이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더 강하게 일치하는 손자녀 

일수록, 그 부모가 조부모와의 관계를 장려할수록 

노인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다(29). 

 ·  노인과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경험이 연령주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는 확실치 않다(32-35). 

노인의 건강 상태와 관계 유형(예, 조부모, 친척, 친척이 

아님), 관계의 질과 세대 간 동거에 대한 문화적 규범 

등과 같은 요인의 역할을 밝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29, 36, 37) 

세대 간 접촉 개입의 비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하지만 몇몇 리뷰는 이러한 개입 비용은 낮을 것이고 

(특히 노인이 참가할 필요가 없는 상상 접촉이나 확대 

간접 접촉을 통한 개입의 경우) 수행이 간편함을 

강조한다(1, 2, 7). 예를 들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한 싱가포르의 개입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었고 수행도 간단한 것이었다(16). 하지만 이들 

개입 비용의 정확한 추정치는 필요하다. 

8.5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증거 자료에 따르면 세대 간 접촉을 촉진하는 개입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행이 간편하다.

교육 및 세대 간 접촉을 결합한 개입이 세대 간 접촉만 

사용한 경우보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비롯한 태도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 개입만 사용한 경우보다 

더 영향이 크지는 않았고 지식에 대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 개입 또는 세대 간 접촉만 이용한 개입의 

경우 지식에 대해 각각 적은 영향과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세대 간 접촉 개입과 관련한 향후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국가에서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 대한 연령주의를 

감소하기 위해 세대 간 접촉만을 이용한 개입 및 

결합된 교육과 세대 간 접촉 개입을 개발 하고, 

검증하며,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절실하다.

 ·  세대 간 접촉 개입의 필수적 특징과 함께, 결합된 

개입에서의 세대 간 구성요소와 교육적 구성요소의 

적절한 배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상자 8.2 참고).

 ·  자기지향 및 제도적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개입을 

개발해야 한다.

 ·  세대 간 접촉만 이용한 개입과 교육과 결합된 형태의 

개입의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

 ·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추후 연구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접촉과 세대 간의 우정이 연령주의 감소로 

이어지는 최적의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함양과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개입의 개발, 

그리고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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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형성할 수 있을 뿐이지요. 

부아키와(Buakhiaw), 84세,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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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에서 입증된 효과에 근거하면, 캠페인이 연령주의 감소에 

유망한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

연령주의 발생 후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한 전략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렇지만, 부정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접근이 있다.

연령주의 영향 완화를 위한 캠페인과 전략은 대대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더 심층적으로 개발되고 가능한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연령주의의 모든 차원(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전략들 또한 개발 검증되어야 한다.

9.1 캠페인

9.1.1 정의와 작동 방식

공공 캠페인은 특정기간 동안 체계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일련의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비상업적 혜택을 주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는 시도이다(1, 2).

캠페인은 전통적 미디어(예, TV/영화 광고, 라디오, 간판, 언론, 

버스 및 택시 광고 등)와 뉴미디어(예, 소셜미디어, 맞춤 랜딩 

페이지, 클릭당 지불 광고, 디지털 현수막과 신호, 페이스북과 

트위터 및 유튜브 광고 등)를 모두 이용한다(3).

일반적으로 캠페인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간접적으로 법이나 정책을 바꾸고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켜 

연령주의를 줄이려고 한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자주 사용된다. 

간접적으로 작용할 때 캠페인은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정치 및 

여론 주도자, 언론,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쳐 문제를 가시화하고, 

문제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유권자를 집결시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1, 4, 5). 9.1.3절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캠페인은 연령주의를 다루기 위해 최근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증거	자료는	제한되어	있으나	

유망한, 	 두	 가지	 연령주의	감소	전략을	

살펴본다.	9.1절은	종종	사용되지만	그	효과는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전략인	‘캠페인’이	

연령주의를 	 감소시킨다는 	 증거자료를	

조사한다.	다른	영역에서	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므로	 연령주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9.2절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발생한	후	

그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약한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은	잠재적	

전략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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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효과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캠페인의 효과를 보여주는 양질의 

연구는 많지 않다(6). 캠페인의 효과 검증은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령주의에 관한 캠페인의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상자 9.1 참조)(7-9). 하지만, 건강 

문제나 다른 형태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다루는 

캠페인의 증거 자료가 일부 존재한다.

건강 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문헌 중 가장 종합적인 

자료는 36개의 다양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주요 연구를 

새로 검토한 세 개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다시 리뷰한 

논문을 포함한다(3). 이 리뷰 자료는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6가지 위험 요인(음주, 다이어트, 불법 약물 사용, 

신체 활동 수준, 성 및 생식 건강, 흡연)을 표적으로 한 

매스 미디어 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요약한다(3).

이 검토에 따라, 매스 미디어 캠페인이 좌식 행동을 

줄이고 성 건강 관련 행동과 치료 행동(예,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금연을 하거나 성 건강 서비스를 받음)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중간 정도의 증거를 발견했다. 

흡연과 신체 활동 수준에서 캠페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엇갈렸다. 음주에 대한 영향의 증거는 

제한적이었고,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 

캠페인은 행동의 변화보다는 지식과 인식 향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약간 엇갈리지만, 건강 관련 

캠페인이 적지만 이로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3, 10, 11).

상자 9.1

연령주의 감소 캠페인에 대한 연구 기회

다른 형태의 개입에 비해 캠페인은 엄격한 설계로 평가하기 어렵다(7-9). 대부분의 캠페인 평가에는 

무작위 대조 시험 사용이 어렵다(9). 클러스터 무작위 배정 시험은 때때로 대신 사용되는 엄격한 

설계이지만, 이 방법 역시 쉽지 않다(9, 12, 13).

대부분의 캠페인은 약한 설계로 평가되어 그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7-9, 13). 실제로, 약한 설계를 

사용하여 캠페인을 평가하면 흔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 엄격한 설계로 평가할 때에 비해 두 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14).

우선 순위는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 가능한 가장 엄격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7, 9, 15, 16). 효과가 입증되면 다음 단계는 그 본질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0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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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감소를 위한 매스 미디어 캠페인을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들을 검토한 결과, 캠페인은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지식, 태도, 의도하는 행동(즉,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 욕구)에 대해 ‘작거나 중간’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7).

초기 검토에서는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개입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감소에 

‘작거나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으나, 차별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효과를 보였다(18).

인종과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 감소를 

위한 캠페인의 경우 양질의 증거 자료가 드물며, 서로 

엇갈리는 상황을 보인다(19-21).

캠페인은 연령주의 근절의 유망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캠페인의 효과가 작더라도, 인구 수준에서 충분한 

도달과 보급율을 확보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18).

9.1.3 사례

이  절 은  집단 의  연 합 에 서  수 행 한  것과  글 로벌 

네트워크에서 수행한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국제 및 

지역 캠페인을 강조한다. 첫 번째 사례는 몇몇 중·저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진 국제적 캠페인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전국 캠페인이고, 세 번째 사례는 캐나다의 혁신 도시 

기반 캠페인에 관한 것이다. 이 사례들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 캠페인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상자 9.2는 

젊은이들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캠페인의 예를 

제시한다.

연령주의에 항거하라: 국제 캠페인

국제 캠페인 ‘연령주의에 항거하라(Take a Stand 

Against Ageism)’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노인과 함께 그리고 노인을 위해 

일하 는 단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주관한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2016년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의 주제에서 따왔다(6). 

캠페인의 목표는 헬프에이지 네트워크 구성원, 캠페인 

담당자 및 후원자들의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노인이 겪는 연령주의의 경험을 가시화하여, 노인이 

단지 나이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캠페인 자료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의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연령주의 역할극 

수행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22).

이 캠페인은 다양하게 진행중인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활동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2천 명 이상의 노인과 젊은이, 개발 

사업가, 학생, 언론인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정부가 유엔 

노인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을 지지하라고 촉구하였다. 모잠비크에서는 

마 푸 투 ( M a p u t o ) 의  행 진 ,  두  차 례 의  정 부 와 

노인연합대표의 라디오 토론, 그리고 건강 박람회 등의 

활동이 조직되었다.

모든 나이는 중요하다: 호주 캠페인

‘모든 나이는 중요하다(Ever yAGE Counts)’는 

2018년 발족하여 진행 중인 호주의 캠페인으로, 호주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단체 연합이 

주관한다. 비전은 “나이와 기능적 건강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연결되며, 존중을 받는 

사회”이다(23).

전체 목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잘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나이듦과 노인에 대한 사회의 뿌리 깊고 

부정적인 규범을 바꾸고, 노년을 유효하고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새로이 구성하고자 한다.

이 캠페인은 정책 변화를 위한 지지와 정치적 참여 및 

공공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참여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다룸으로써(예, 직장 및 의료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와 예술 및 공론의 장 에서 노인의 

다양성과 노인에 대한 정확한 표현 등을 고취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 페인  활 동 에 는  국회  의 사 당 에 서  참가자 들 이 

“연령주의 없는 세상을 지지한다(stand for a world 

without ageism)”는 것을 확인하는 서약 행사(23), 

지역사회 기반 행 사 를 주 최 또는 참 여함으 로 써 

캠페인 홍보 및 회원 유치, 퀴즈(Am I ageist, 나는 

연령주의자인가요?) 및 잡지(The real old, 진정한 

노인) 등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사람들이 연령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에 반대하도록 격려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23). 

캠페인 개발에는 연구가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연령주의의 동인을 조사한 연구 프로젝트는 캠페인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된 증거 자료를 제공하였다(23). 

캐나다의 유통기한 캠페인

캐나다 피터버러(Peterborough)의 유통기한(The Best 

Before Date) 캠페인은 2013-2014년 연령주의 근절을 

목표로 시 전체에서 벌인 공공 캠페인이다. 노인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마에 가짜 “유통기한” 문신을 하고 

나타나 나이듦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풍자했다.

상자 9.2
출마하기에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젊은이에 대한 정치 분야 연령주의 감소 캠페인

2016년 11월, 유엔과 몇 개의 다른 국제 및 비정부 기구가 함께 글로벌 캠페인, ‘출마하기에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Not Too Young to Run)’를 발족하였다.(25). 이 캠페인은 젊은이의 공직 출마 

권리를 증진하여 정치 과정에서 일어나는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지만 젊은이들은 선출된 입안자의 2%가 안되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 캠페인은 선거 정치에 

젊은이들의 적극적 참여가 전세계 대의 민주주의와 그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26).

이 캠페인의 목표는 (i) 젊은이 및 정치와 관련된 세계 국가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젊은 공직자들의 

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장벽을 규명한다, (ii) 또한 젊은이들이 공직과 지도적 자리에 출마할 권리와  

젊은이들의 정치 및 정부 진출 촉진을 옹호하고, (iii) 온라인 공론화를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세계 젊은이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이미 선출직에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조명하여 젊은이들의 공직 

출마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 캠페인은 2016년 5월 나이지리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작한 같은 이름의 운동을 확장한 것이다. 이 운동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2018년 주의회와 연방 의회 의원 후보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25세로, 상원의원과 주지사 

후보 연령 제한을 35세에서 30세로, 대통령 후보 나이 제한을 40세에서 35세로 낮추는 데에 기여하였다(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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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TV 광고, 유튜브 영상, 인쇄 및 라디오 광고 

및 사용자들이 퀴즈를 풀면서 자신들의 유통기한을 

알아보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마에 그들의 유통기한 

날짜가 “문신이 되어” 나오는 쌍방향 웹사이트 등으로 

이루어졌다. 목표는 피터버러에서 노인은 자원을 축내는 

골칫거리이며, 유행에 뒤떨어졌고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람들의 바쁜 일상에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바꿈으로써 연령주의를 줄이는 것이었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식견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결과가 없다(6, 24).

9.1.4 주요 특징

다른 영역의 캠페인을 평가한 연구와 반연령주의 

캠페인에 대한 제한된 증거에 의하면(6), 반연령주의 

캠페인 효과와 관련이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분량(Dose): 일반적으로 캠페인 기간이 길고 노출 

강도가 클수록 더 효과가 높다. 하지만, 성공적인 

캠 페인에  필요한  정확 한  분 량 에  대한  합 의는 

부족하다(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금연 

캠페인을 위한 광고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최소 6개월, 캠페인의 주제를 확립하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12-18개월, 그리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18-24개월동안 방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7).

 ·  프레이밍(Framing): 프레이밍은 사람들의 인식, 

태도, 행동 및 나이듦과 기타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반응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28-30). 프레이밍이란 

한 문제가 어떻게 소 통되며, 소 통이 어디에 서 

시작되고, 무엇이 강조되고, 어떻게 설명되며, 어떤 

것이 유보되는지 등을 가리킨다.

 ·  메 시 지  유형 과  행 동 의  비 정 상 화 ( Ty p e s  o f 

Messaging and Denormalizing Behavior): 

반연령주의 캠페인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나이듦의 고정관념적 

양극단(비현실적으로 훌륭하게 나이든 영웅과 신체의 

쇠락)이 강화되지 않는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메시지에 

비해 특정 행동을 비정상화하는 캠페인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3).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더 많이 알려, 그것이 사회에서 

주 류이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는 인식을 

강화한다.

 ·  쌍방향 채널과 소셜미디어 채널(Interactive and 

Social Media Channels): 건강 캠페인(특히 성 

건강 캠페인)은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예, 개인 맞춤 

이메일)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정적 

요소(예, 온라인 영상 시청)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3, 31, 32). 

 ·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 캠페인 

개발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대표(노인과 젊은이 포함)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지역사회 대표들이 캠페인 설계를 돕도록 하거나, 

참여 활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대표들은 연령주의의 경험을 밝히고, 커뮤니케이션 

도구 설계를 돕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다(6).

 ·  기금 조성과 파트너십(Funding and Partnerships): 

지속가 능하고, 장기적이며 유연한 기금 제공이 

보 장 되 면  캠 페 인 에  도 움 이  될  것 이 다.  이 를 

위해서는 여러 재원(예, 정부 부서, 기금 조성 

대행사)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그램(예, 

세계보건기구의 연령 친화 도 시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 WHO’s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 ies Programme)과 연합하거나 

파트너로 작업하는 것(예,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미디어 스튜디오)도 도움이 된다(6).

 ·  캠페인 결합(Combining Campaigns): 연령주의에 

대한 캠페인을 다른 전략과 결합하면 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 매스 미디어 캠페인으로 인식을 제고할 때 

법률 및 규정을 더 잘 지킨다는 제한된 증거가 있다(예, 

안전벨트 착용, 음주 규제)(11, 33). 하지만, 다양한 

요소와 수준의 전략 결합이 개입의 효과를 때때로 

높일 수 있으나(예, 금연), 항상 그렇지는 않다(예, 신체 

활동 증가, 소아 비만 감소 및 암 위험 감소를 위한 

캠페인)(34–37).

 ·  문화의 역할(The Role of Culture): 문화적 적합성은 

건강 캠페인의 효과, 특히 국제 캠페인과 다문화 사회 

캠페인의 효과를 향상시킨다. 문화적 적합성 보장을 

위한 지침도 있다(29, 38–41). 또한 문화는 지역 

사회, 여론 주도자, 종교 지도자, 전통적 원로 및 기타 

변화의 주체들과 연령주의에 집중한 집단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지역 

대표와 함께 설계한 문화적 정보에 바탕을 둔 캠페인과 

기타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예, 

디지털 미디어, 영상, 이야기 사용)(42).

9.2  연령주의 영향 완화를 위한  
잠재적 전략

연령주의가 발생한 후 그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또는 

잠재적 전략)을 평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본의 전국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한 연구에서는 

연령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노인들의 업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관리자나 

동료 직원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지면 인지된 

차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43). 

미국의 한 개입 프로그램은 중국을 배경으로 가진 노인 

참가자들을 고정관념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이 

개입은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유교적 가치를 상기시켰다. 

이 개입은 참가자들이 대본을 읽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대본은 첫째로 참가자들이 노인의 역할을 

공경하는 그들의 오랜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서술하며, 둘째로 이 가치가 성공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었다고 재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고정관념 

위협은 그들에게 나이듦이 기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억 검사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젊은이의 것과 비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발생했다. 엄밀히 말하면, 연령주의가 발생한 다음에 

시행된 프로그램의 개입이 그 영향을 완화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연령주의가 발생하기 전에 참가자들을 

연령주의의 영향에서 예방해 준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주의가 발생한 후에도 그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44).

몇몇의 실험 연구에서 참가자를 암묵적이고 긍정적인 

연령 고정관념에 노출시키면 신체 기능(45, 46) , 

기억력(47, 48) 및 심혈관 측정 기록(49)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인 또는 잠재 의식의 고정관념 사용은 인지는 

허용하지만 완전한 의식적 인식 없이(예를 들어, 화면에 

단어를 빠른 속도로 깜박임) 고정관념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암묵적이고 긍정적인 연령 고정관념에 노출되면 위에서 

말한 유익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연령주의 

고정관념과 아마도 다른 형태의 연령주의에 대한 노출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다. 만일 입증된다면, 이러한 

실험실 연구를 연령주의 발생 후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9.3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려는 캠페인과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은 연령주의를 다루는 데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전략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 전략들을 더욱 개발하고 그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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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캠페인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캠페인의 효과는 평가된 바가 

없다. 하지만, 다른 건강 분야에서 그리고 정신 건강 

질환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행해진 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증거에 따르면, 

캠페인은 연령주의와 맞서 싸우는 데 유망한 전략으로 

보인다.

연령주의 감소 캠페인과 관련한 앞으로의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가능한 가장 엄격한 설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령주의(즉, 제도, 대인의, 자기지향적 연령주의)를 

다루는 캠페인을 개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상자 

9.1 참조).

 ·  중·저소득 국가에서 캠페인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반연령주의 

캠페인 리뷰에 포함된 캠페인 중 한 개만 중·저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다(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조직한 세계적 캠페인)(6)(9.3.1절 참조). 

 ·  반연령주의 캠페인의 비용과 비용-효율성이 평가 

되어야 한다. 캠페인 비용은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용-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체 

건강 분야 캠페인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증거 자료는 

흡연 관련 캠페인을 제하고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흡연의 경우 중간 정도의 비용-효율성이 있다고 

한다(3).

9.3.2 연령주의 영향 완화를 위한 전략

연령주의 영향 완화를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다. 몇 안 되는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일부의 연구는 완전히 개발된 개입이라기보다는 실험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데에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2장과 3장에서 각각 기술된 대로 연령주의의 만연과 그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연령주의의 영향 

완화에 대한 앞으로의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암묵 적이고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노출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다른 형태의 연령주의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실험 결과를 확장 가능한 개입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  모든 차원의 연령주의(즉,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차별)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검증 및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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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젊은이로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만들어나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세상이 행동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버르크한(Berkehan), 21세, 터키

ⓒBerkehan Erkılıc / UN Major Groupfor Children and Youth

세상은 노인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금지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차별도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에 세상은 놀라게 될 거에요 […] 연령주의가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세대가 삶을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시세이(Sisay), 65세, 에티오피아  

ⓒErna Mentesnot Hintz / HelpAge Internationa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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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고사항을 수행하려면 여러 부문(예, 건강 및 사회 서비스, 

교육, 직업 및 고용, 법률과 매체)과 주체(예, 정부, 시민 사회 조직, 

유엔 기구, 개발 기구, 학술 및 연구 기관, 기업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강력한 헌신과 참여가 필요하다. 각 권고사항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이 수행할 주요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 권고사항을 각자의 맥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모든 주요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다면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혁신적 변화는 이러한 일치되고 종합적인 행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0.1  권고사항 1:  
연령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증거 기반 전략에 투자하라

정부, 시민 사회 조직, 유엔 기구, 개발 기구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은 효과적으로 연령주의에 맞서기 위해 이 보고서에 

제시된 증거 기반 해결책을 이용해야 한다.

첫째, 각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나이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물질적 

범위의 정책과 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령 차별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이나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집행 체계와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연령 차별에 대한 국제 정책 및 입법적 보장도 확대 

되어야 한다. 현행 국제법 상 성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이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 법적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국제 인권 문서에는 나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둘째, 각국 정부 및 기타 주체는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 

면에서 수용 가능한 연령주의 근절 전략인 공식 및 

비공식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 교육 

활동은 다양한 연령 집단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다른 

관점의 수용을 통해 서로 다른 나이대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해서 역할극, 시뮬레이션 및 

가상 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개입은 

유치원부터 대학, 평생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셋째, 다른 세대 간의 상호작용과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세대 간 접촉 개입에 투자해야 한다. 최적의 조건에서 

다른 연령 집단 간의 접촉은 집단 간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며, 그 효과는 개입에 직접 참가한 그룹을 넘어 

전체 외부 집단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접촉 개입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용이 적정하며 

상대적으로 수행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10.1.1 이해 당사자 집단 별 구체적 행동

다음은 연령주의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증거 기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목록이다.

정부:

 ·  연령주의를 다룰 수 있는 증거 기반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고, 나이에 따라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 및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차별, 인권 및 불평등을 다루는 법과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집행 체계와 감시 기관을 설치한다.

 ·  노인 또는 젊은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의 지역 

조약을 비준한다.

 ·  국제법을 통한 보호 확대 개발을 지원하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선언 및 조약 등을 비준한다.

 ·  다양한 연령 집단을 향한 연령주의의 근절을 위해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부문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  세대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유엔 기구 및 개발 기관:

 ·  연령주의 근절을 위해 증거 기반 전략을 수행하는 

국가들을 지원한다.

 ·  연령주의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개발에 

기여한다.

 ·  연령주의에 대한 유엔의 시스템 내에서 이해를 

증진하고, 증거 기반 전략을 이용하여 연령주의에 대한 

문제를 규명 및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기존의 연령주의적 정책 및 관습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  중·저소득 국가에서 연령주의를 다루기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10
장

연령주의에	관한	국제	보고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연령주의에	관한	최고의	과학적	정보를	

모았다.	앞	장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10장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전	 세계	

연령주의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에	도움이	될	세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건강한	고령화	

10년:	 2021-2030’의	일환으로	유엔이	

지지하고	있는	반연령주의	세계	캠페인에	

포함되어	있다.

연령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양질의 증거가 있는 세 가지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과 법률, 교육적 개입 및 세대 

간 접촉 개입이다(권고사항1).

각국은 연령주의와 그 감소 대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연구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권고사항2).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연령주의 감소에 역할을 맡아야 하며,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꾸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권고사항3).

이러한 권고사항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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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

 ·  차별과 불평등 철폐를 위한 법률 개발과 집행을 지지 

하고,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감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  차별과 불평등을 다루는 법의 시행을 옹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노인과 젊은이의 역량을 키우고, 

이러한 활동에 그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한 연령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증거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세대 간 활동을 설계하고 

시행하며 가능하면 이러한 활동을 기존의 프로그램에 

통합한다.

 ·  노인 조직과 청년 조직 간 협력을 모색하고 수립함 

으로써 세대 간 활동과 협력을 촉진한다.

학술 및 연구 기관: 

 ·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한 연령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증거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세대 간 활동을 설계하고 

시행한다.

 ·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세 가지의 증거 기반 개입의 필수적 특징을 확인하고, 

정책 및 법률의 변화를 만들고, 교육 및 세대 간 접촉을 

통하여 개입한다.  

민간 부문:

 ·  연령주의의 사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에서의 정책 

및 개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예,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  고용주와 직원의 연령주의 모니터링 및 대응 역량을 

키운다.

 ·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잡지, 신문 기사, 서적 및 

기타 미디어의 창작물이 연령주의적 색채를 띠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한다.

10.2  권고사항 2:  
연령주의와 그 감소 대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데이터와 연구를 
개선하라

성공적으로 연령주의를 근절하려면 연령주의의 전체 

양상과 감소 방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연령주의(제도적, 

대인 및 자기지향 연령주의)의 만연과 분포에 관한 더 

우수하고 더 많은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와 장기 요양 시설, 

직장, 미디어 및 법률 제도 등과 같은 특정 기관에서의 

연령주의 발생에 대한 추정치도 나아져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타당하고 비교 가능한 연령주의 측정 척도를 사용하여 

수집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른 협력 

기관들과 함께 이러한 연령주의 측정 척도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 방법론 

및 데이터 도구들은 최신의 과학적 증거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낡은 개념이나 편향된 접근(예, 부양비 사용)을 

규명해내야 한다.

개인의 생애와 전체 사회에 대한 노인 및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과 비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와 대중에게 연령주의의 지대한 영향을 알리고 

대처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공백이다. 생애주기에 걸친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주의에 성공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노인 

및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의 결정 요인(위험 및 보호 

요인 모두)과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및 인과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각 결정 요인들이 국가 및 문화권 

별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더욱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령주의에 성공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정책 및 법률, 교육 및 세대 간 접촉 개입 등 기존의 

효과적 전략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통합된 

연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망한 전략(예, 

캠페인)에 대한 심층 연구, 각각의 가능한 전략에 대한 

비용-효율성의 개선된 추정치와 함께, 효과와 비용-

효율성이 모두 입증된 전략의 확장도 필요하다. 

효과적 전략의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기관 

및 다국가 시험을 통해 새로운 전략의 개발과 검증을 

위해, 새로운 맥락에 맞게 기존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장벽과 촉진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서, 수행 연구는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은 연령주의 감소 

전략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준비도와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적 및 제도적 자원, 기금, 정치적 

의지와 지지, 조정과 관리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연령주의 전반의 데이터와 연구 대다수가 

세계 인구의 소수가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에서 

나왔으므로 중·저소득 국가는 데이터 수집과 연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가장 

넓게 퍼져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10.2.1 이해 당사자 집단 별 구체적 행동

다음은 연령주의 관련 데이터와 연구 발전을 위해 

각 이해 당사자 집단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목록이다.

정부:

 ·  국가에서 우선 순위로 판단되는 연령주의 관련 연구의 

측면에 자원을 할당하고, 적절한 국가 과학 기금 

기관이나 재단을 통해 이러한 자원을 전달한다.

 ·  연령 편향이 있는 국가 및 지역 데이터 수집 방법을 

수정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다른 협력 기관과 개발 중인 

연령주의 측정 척도의 검증을 지원한다.

 ·  전국 사회 조사와 나이듦과 건강 및 기타 관련 

주제를 다루는 국가 데이터 수집 활동에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모듈을 포함시킨다. 이로써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타 협력자들이 개발중인 

것과 같은 연령주의를 위한 타당한 척도를 사용한다.

유엔 기구 및 개발 기관:

 ·  인구 보건 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와 같이 수행을 지원하는 국제 조사에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연령주의 모듈을 포함한다.

 ·  연구 및 데이터 수집 역량의 증대와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연령주의 연구자들에게 기금을 제공한다.

 ·  정책 개발과 평가에 이용되는 통계적 개념, 데이터 

수집 도구 및 방법론적 접근 을 검토하 여 연령 

편향성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연령 세분화 정보의 수집과 

배포를 지원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타당한 연령주의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 정부와 연구 기관이 단독 연구에서 

이 척도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며, 기타 데이터 수집 

작업에 통합되도록 한다.

시민사회 단체:

 ·  연령주의 감소 전략의 평가와 감시에 기여하고, 

연령주 의에  대한  응 용  연 구 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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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0.3.1 이해 당사자 집단별 구체적 행동

다음은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꾸는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각 이해 당사자 집단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목록이다.

정부:

 ·  연령주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국 및 지역적 각 

부문 이해당사자의 연합을 소집하고 조직한다.

 ·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꾸기 위한 글로벌 연합에 기여한다.

유엔 기구 및 개발 기관:

 ·  특히 해당 조직의 전문성을 통해 연령주의와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연합을 개발하고 기여한다. 

(예, 국제 노동 기구는 직장에서의 정책과 입법을 

지원할 수 있다)

 ·  증거 기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을 쌓으려는 

정부와 시민 사회 단체를 지원한다.

 ·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적 지침을 개발한다.

 ·  기존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새로운 규범과 

표준을 개발하여, 유엔과 개발기구 안의 연령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한다.

시민사회 단체:

 ·  정부가 연령주의와 맞서도록 독려하는 것을 옹호하고, 

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연합도 개발한다.

 ·  조직적인 연령주의를 규명하고, 관련 당국(예, 평등 

기구, 옴부즈맨, 국가인권기관 등)에 보고한다.

 ·  글로벌 연합에 가입 및 기여하고 연합이 권고하는 

행동의 수행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에 연령주의가 무엇인지, 왜 우리 모두가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도모한다.

학술 및 연구 기관:

 ·  글로벌 연합에 지식과 정보로 기여한다.

 ·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원한다.

민간 부문:

 ·  기업에서 증거 기반 개입의 수행과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글로벌 연합에 기여한다.

10.4 결론

나이와 나이듦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변혁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령주의 

라는 말이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연령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명시했다. 정책과 법률에서의 변화, 교육적 활동과 세대 

간 접촉을 통한 개입이 그것이다. 나아가, 이 현상과 

효과적 대응에 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분야를 소개하였다.

연령주의를 종식하기 위해 모두는 뭔가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만일 정부, 유엔 기구, 개발 기관,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및 연구 기관 등이 효과가 밝혀진 

전략들을 수행하고 추후 연구에 투자한다면,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그들이 겪는 모든 연령주의의 사례에 

맞선다면, 우리는 함께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  정부의 연령 편향적 데이터 수집 도구 및 방법론적 

접근의 수정을 옹호하고, 지속해서 연령주의에 대한 

확고한 증거 기반을 수립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 기관이 개발 중인 타당한 연령주의 척도를 

사용한다.

 ·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과 젊은이의 관점에서 겪는 

연령주의의 경험과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의 

증거를 도출한다.

학술 및 연구 기관:

 ·  이 보고서에서 규명한 데이터와 연구의 공백을 채울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연령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연령주의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확장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협력 기관이 개발 중인 

연령주의 측정 척도의 검증을 지원하고, 연령주의에 

관한 연구 활동 전반에서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민간 부문:

 ·  직장에서 일어나는 연령주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다.

 ·  적절한 국가 과학 기금 기구 및 재단을 통해 연령 

주의에 대한 연구를 재정적으로 후원한다.

10.3  권고사항 3: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꾸는 운동을 조직하라

연령주의는 고질적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각국(모든 

기관과 수준에서), 국제 기관(유엔 기구,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포함), 국내 조직, 지역사회 및 개인들이 

모두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꿔 나가기 위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많은 국제 기구, 지역 기관 및 유엔 기구들이 이미 

연령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일하고 있거나, 인권, 국제법, 

경제적 사안 및 지속가능 개발 등의 연령주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명령이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 비정부 기구와 민간 부문은 지역 및 세계적으로 

연령주의에 반대하는 시민, 고용주 및 기업으로서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구조 안에서 

연령주의를 감소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공동의 

노력이 있었지만, 이들 기구 및 이해 당사자 집단 간의 

조정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 자금 

및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며, 이들 기관 내의 

연령주의 감소를 위한 집단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운동을 추진하고 나이와 나이듦을 둘러싼 담론을 

바꿔나가기 위해 글로벌 연합을 조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 간의 협조와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탐구되어야 한다. 연합이 

형성되면 지식의 공유, 연령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목표의 합의 및 행동의 조정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와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지식 기반을 급격히 향상시키고, 개입 전략을 

개선하며, 방법론을 논의하고,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정보와 아이디어의 폭넓은 교환은 정부 당국,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옹호 집단의 작업과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및 

장애인차별주의의 근절을 위해 일하는 집단은 물론 

나이듦과 관련된 담론을 바꾸기 위해 일하는 옹호 단체 

등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연령주의와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자이다.

따라서, 증거 기반 전략의 수행, 정보의 교환, 공동의 

연구 및 옹호 작업 개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연합 조성은 



장애인차별주의(Ableism)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향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지칭한다. 장애인차별주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장애로 규정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가정한다.

나이 또는 연령(Age)은 태어난 후부터 살아온 시간이다. 비록 생물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지만, 나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형성된다.

나이듦(Ageing)은 노화되어가는 과정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포괄하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축적을 

나타낸다. 나이듦을 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복잡하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나이듦은 다양한 분자 및 세포 

손상의 점진적인 축적과 관련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손상은 생리적 비축량의 점진적인 감소, 많은 질병에 대한 

위험 증가, 그리고 개인역량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나이듦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연령주의(Ageism)는 나이에 근거한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을 향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말한다.

태도(Attitudes)는 고정관념과 편견 모두를 포함한다.

공공 캠페인(Campaign)은 개인과 사회에 비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특정기간 내에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시도로서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일련의 미디어 메시지를 활용한다.

돌봄 의존성(Care dependence)은 개인의 기능적 능력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다.

비정상화(Denormalization)는 특정한 행동이 사회 내에서 주류가 아니며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그 행동의 사회적 수용성(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결정요인(Determinants)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위험요인은 특정 결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으로, 이 보고서의 경우 연령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이다. 보호요인은 어떤 결과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특성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결과를 변화시키는 인과적 결정요인 

즉, 연령주의를 감소시켜야 하며, 단지 결과와 피상적으로만 연관된 결정요인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차별(Discrimination)은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특정그룹의 일원으로 인식되거나 실제 그 그룹의 구성원 자격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행동, 관행, 법률 또는 정책으로 구성되며, 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부정적 

차별)을 초래하거나 이점(긍정적 차별)을 제공한다. 연령에 따른 차별의 경우, 이러한 행동, 관행 및 정책은 특정 나이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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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활동 또는 프로그램(Educational activities or programmes)은 지식, 기술 및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규교육은 학교나 대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학습을 가리키며, 강의 요강을 따르고, 명확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비공식 

교육이나 학습은 대개 자발적이며 직장이나 지역 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비공식 교육은 반드시 강의 요강을 

따르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효과크기(Effect size)는 표준 메트릭을 사용하는 두 변수 간의 연관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이다. 하나의 개입이 

다른 개입과 관련하여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수량화 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노인 학대(Elder abuse)는 신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단일·반복적인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노인에게 해나 고통을 야기한다. 노인 학대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성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인 학대는 방임의 결과로 초래될 수도 있다.

엘더스피크(Elderspeak)는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나이든 어른들과 의사소통할 때 더 천천히 또는 더 크게 말하거나, 

문장을 짧거나 제한적으로 또는 덜 복잡한 어휘를 사용하는 등의 말하는 방식에 대한 조정을 말한다. 이러한 단순화된 

말하기 방식은 암묵적으로 노인이 인지적으로 손상되었거나 정상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공감(Empathy)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낄지 상상하는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명시적 연령주의(Explicit ageism)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연령주의를 말한다. 주로 의식 밖에서 

작용하는 암묵적 연령주의와 종종 대조된다.

프레이밍(Framing)은 주어진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포장하고 제시하는가를 지칭한다. 프레이밍을 통해 특정 

해석을 장려하거나 저해하기 위해 특정 맥락 속에 이슈를 강조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이밍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방식에 선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젠더화된 연령주의(Gendered ageism)는 연령주의와 성적 편향 사이의 교차성을 가리키며 여성과 남성이 직면하는 

연령주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건강(Health)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상태로 단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인권(Human rights)은 나이, 시민권, 국적, 인종, 민족, 언어, 성별, 성적 취향, 능력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내재된 권리가 존중될 때, 사람들은 차별 없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인권의 개념은 광범위한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전통에서 비롯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다.

영향(Impact)이란 한 사물/현상이 다른 사물/현상에 미치는 결과, 효과 또는 영향을 말한다.

암묵적 연령주의(Implicit ageism)는 의식적 지각과 의도 없이 행해지는 연령주의를 말한다.

제도적 연령주의(Institutional ageism)는 법, 규칙, 규범, 정책 및 제도적 관행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장되는 

이념들을 가리키는데, 이는 나이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세대 간 접촉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개입(Intergenerational contact activities and interventions)은 다른 

세대 또는 연령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접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종 연령주의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활동과 개입은 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상 대화 또는 상상된 접촉과 같은 간접적인 접촉을 포함할 수 

있다. 

대인 연령주의(Interpersonal ageism)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연령주의를 말한다. 

대인 연령주의에서 가해자는 연령주의 대상과 구별된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예, 젠더, 성별, 인종, 계급, 성적 취향, 

종교, 장애, 외모)이 어떻게 결합되며, 이 결합이 어떻게 개인 또는 그룹의 경험을 형성하고 특유한 차별과 특권의 형태를 

만드는 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다.

법(Law)은 특정 국가나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칙 체계이며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시행될 수 있다. 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포함한다. 국제법은 국가가 서로에 대한 행동과 국가 경계 내에서 개인을 

대하는 데 있어 법적 책임을 규정한다. 국내법은 특정 국가 내에 존재하는 법을 말한다.

노인(Older person)은 중위 평균 기대수명을 넘은 사람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5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정책(Policies)은 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되는 결정, 계획 및 행동을 말한다.

편견(Prejudice)은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개인을 향한 정서적 반응 또는 감정이다. 연령주의의 경우, 편견은 그들이 

실제로 그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 집단에 속한다고 인식되는 개인들에게 향한다.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은 어떤 결과의 가능성(이 보고서의 경우 연령주의)을 줄이거나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인종차별주의(Racism)은 인종에 근거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의미하며, 대개 자신의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포함한다. 인종의 개념이 생물학적 의미가 없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매우 취약한 대용물일 뿐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비준(Ratification)은 국가가 조약이나 협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국제 행위로 정의된다. 

위험요인(Risk factor)은 특정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을 지칭한다(이 보고서의 경우 연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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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향적 연령주의(Self-directed ageism)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연령주의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연령에 기반한 

편견적인 주변 문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이러한 편견을 내면화하고 자신에게 적용한다.

성차별주의(Sexism)는 성별이나 젠더에 근거한 편견, 고정관념 또는 차별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소녀를 

대상으로 행해진다.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별, 젠더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 성적 쾌락, 친밀감, 재생산을 포함하는 

인간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섹슈얼리티는 생각, 환상, 욕망, 신념, 태도, 가치, 행동, 실천, 역할 및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표현된다. 섹슈얼리티는 이러한 모든 차원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가 항상 경험되거나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 역사적, 종교적, 정신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개인 돌봄이나 가정 생활 유지와 같은 일상 생활 활동에 대한 도움을 지칭한다.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은 특정 사회적 또는 문화적 집단 내에서 적용되는 행동의 규칙 또는 기대이다. 대체로 

말로 표현되지 않으나 이러한 규범들은 적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배하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조정한다.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압력이 문화적, 사회적 규범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사회의 비수용성 또는 처벌의 위협 그리고 규범의 내면화에서 비롯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의해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단념하게 된다.

표준화된 평균차(Standarized mean difference)는 모두 동일한 결과를 평가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때(예, 

모든 연구가 우울증을 측정하지만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메타분석에서 통계 요약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연구 결과를 취합하기 전 통일된 척도로 표준화해야 한다. 표준화된 평균차는 각 연구에서 관찰된 변동성에 

비례하며 개입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인은 운전이 서툴거나 인지능력이 낮다는 고정관념을 

확인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운전 시험이나 인지능력 시험에 취약할 수 있다.

고정관념(Stereotypes)은 사회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믿음, 기대를 저장하는 인지 구조이다. 

연령주의의 경우, 연령 고정관념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해 추론하고 그들을 대하는 행동을 가이드 하는 데 

사용된다.

고정관념화(Stereotyping)는 고정관념을 적용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 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지나친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젊은 사람(Younger person)은 중위 평균 기대 수명보다 어린 사람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50세 미만의 사람들을 

젊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청년기(Youth)는 유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이다. 정확한 연령대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으나 종종 통계적 목적으로 

청년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웰빙(Well-being)은 ‘좋은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를 구성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인간 삶의 

영역 전체를 가리킨다. 그것은 행복, 만족, 성취와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