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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

-1963년생)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노후준비의

측면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신체적·경제적·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측

면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및 활동에 대하여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

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Q 샘플 문항에 대한 프레임은

희망하는 노후생활, 신체적 노후준비, 일자리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포함

된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그리고 정부에 대한 통합적

복지수요로 구성되었다. 각자 희망하는 노후생활이 다를 것이며 노후생

활에 대한 다양한 생각에 따라 상이한 노후준비 양상 및 인식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생활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에 대하여 기대하는 복지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Q 샘플의 틀을 갖추었다. Q 샘플 문항내용은 노후준비와 관련된 문헌들

을 참고하였다. P 샘플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을 감안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은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1은 ‘사회활동 중시형’으로 신체

적·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

그램 등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활

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려고 하였고, 복지수요에 대한 정도는 낮은 편

이었다. 요인 2는 ‘일자리 중시형’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중 일자리에 대

한 욕구가 높아 재취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 데 반해 신체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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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아직 본인이

더 일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요인

3은 경제적 지원을 중시하면서도 요인 2와는 달리 소득지원 정책과 더불

어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제 정책은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요인 4는 ‘사회활동 중시하는 자기주도적 공동체주의형’으로 명

명하였다. 요인 1과 같이 사회활동 중시형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

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동체 차원에서 노년

층 지원이 부담된다면 이를 줄이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일하게 사적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연금에 대하여 다

른 유형들과는 매우 차별적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 정부에 기대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았

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의료복지 중시형’으로, 복지의 확대를 원하면서

도 특히 의료복지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이들은 보험가입 등을 통해서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는 유형으

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정부에 대한 복지수요가 가장 높은 유형은 요인 3인 데

반해 가장 낮은 정도의 복지수요를 가진 집단은 요인 4로 나타났다. 요

인 3은 노후준비에 대한 정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

년층에게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요인 4는 이와는 정 반

대로 정부에 바라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

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섯 가지 유형은 노후준비의 세 가지 측면을 모

두 포괄하여 진행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이 어떠한 부분을 더욱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어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차별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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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바라는 통합적인 복지수요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제공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일괄적인 복지제공보다는 집단에 따라 차별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예비 고령자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현금제공이나 시설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

존의 노인복지 패러다임에서 수요자 중심적으로 다양한 수요에 따른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요어: 베이비붐, 노후준비, 노인복지, Q방법론, 인식유형

학번: 2013-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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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산업화 이전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기틀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 정책으

로 인해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급속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국민소득

이 증가하면서 건강 상태와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고 그에 따

라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이에 따른 결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노인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11.4%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12).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aging),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그리고 21%

를 넘는 국가의 경우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라고 칭한다.1) 그만큼

고령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사회에

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비경제활

동 인구에 대한한 부양비가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개인 단위에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

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1)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유년국, 성년국, 노년국으
로 분류하고 있다. 유년국(young population)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4% 
미만을 의미하고, 성년국(mature population)은 4-7%를 뜻한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경우에는 노년국(aged population)에 속한다(이승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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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52%의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이소정, 2009). 전체 설문자 중 13.9%만이 노후에 대하

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한국의 중장년층의 노후준

비 상태는 불안한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미혜 외(2014)의 연구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60.2%)이 현재보다

노후 생활이 나쁠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중년층의 대부분이 자신의 노후

생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중장년층의 노후에 대한 인식은 노후준비의 여부 및 노후생활을 준비

하는 정도의 결과이다. 즉 중장년층이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사

람일 경우에는 노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일 것이지만, 노

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자신의 노년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고령자(45

세~64세)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의 중고령자의 약 2/3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1/3은 노후 준비를 전

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정, 2009). 대부분의 연구가

베이비붐 세대는 특히 40대에 자녀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베이

비붐 세대의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노년층 뿐 아니라 중년층

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적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예비노인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바

람직하게 생각하는 노후준비 정책수단을 Q 방법론을 통한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의 노후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보다 다양한 수요자 지향

적 정책을 실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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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2.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3.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측면에 대한 통

합적인 인식을 파악한다.

4. 베이비붐 세대가 선호하는 노인복지 및 노후생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베이비붐 세대이다. 베이비붐(Baby boom)의 본래

의미는 특정 시기에 출생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

용식, 2013). 이러한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구코호트(김용하·임성은,

2011)”로 정의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55년부터 국가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말한다2)(박

창제, 2014).

2015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71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6%를 차지한다. 9년 범위의 세대가 전체 인

2) 한국은 1차에서 3차까지 베이비붐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베
이비붐 세대와 차이점이 있다. 1955년~1963년이 1차 베이비붐, 1968년~1974년이 
2차 베이비붐, 그리고 1979년~1982년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아이들인 3차 베
이비붐 세대이다(통계청, 2010; 류애정,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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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약 15%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큰 인구규모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생부터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들의 유소년기 및 청장년기는 거대한 사회변화와 함께 파장을 일으키는

일종의 “인구 쓰나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지녔다(황수

경, 2012).

현재 우리나라 노인이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에

1955년생들을 기점으로 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흐

름에 따라 2010년 전후로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범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넓어 다른 세대와 차별성이 뚜렷이 나

타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김용하·임성은, 2011).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

는 일본의 베이비붐 집단에 비해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한다(<표 1>).

한국 일본
출생 시기 1955년-1963년 1947년-1949년

연령(2015년) 53세-60세 68세-66세

인구 규모

710만 명

(전체인구의 14.6%)

2010년 인구추계

678만 명

(전체인구의 5.3%)

2005년 인구추계 

<표 1> 한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비교

자료: 박시내·심규호(2010); 석재은·이기주(2010) p.27 재인용, 저자 수정 재작성

인구수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약 25%인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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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백은영, 2011).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인 자녀 교육 문제, 급속한 고령화 현상

등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학계에서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로 인

한 노동력 감소, 경제성 둔화 및 복지비용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

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정순둘 외, 2013).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사

용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

의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어떠한 사

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는지, 노후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

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생활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노후준비 수

단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뉘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

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총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

령, 직업 등을 반영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P표본으로 선정하였고, Q 분류

를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확보된 P표본의 설문자료를

PQMethod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주요인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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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를 이용하여 Q 요인 분석을 한다. 그로부터 각 유형 간의 상관

관계가 낮고 독립성이 유지되며, 고유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

을 추출하여 이에 대하여 베리맥스(Varimax Rotation)방법으로 회전한

다.

Q 설문조사로부터 추출된 요인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부여

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 설문조사 당시 Q 분류 이

외에 추가적인 주관식 문항에 답변을 요청하여 P 표본 대상자들과의 인

터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실제

생각을 듣고 인식유형의 요인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다.

예비노인으로서 베이비붐 세대를 정책적·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

여 노후준비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의 비중은 낮은 편

이다. 특히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제시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을 Q 방법론을 통해 알아보는 작업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Q 방법론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수단에 대한 주관을

탐구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노후준비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기에 앞서

정책대상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현재 고령자 복지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고령사회에 준비하여 예비고령자 집단인 베

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은 향후 정

부가 고령사회 복지의 정책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노후준비 정책수

단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후술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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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노후준비의 각 측면을 다룬 경향이 있다. 본 연

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에 관한 정책수단

에 대하여 통합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어떠한 노후준비 수단에 예산을 투

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정하는 토대가 되겠다. 즉 인식유형에 따

라 정책욕구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정책수단 설계를 하게 된다면 한

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수혜자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서

비스 대상자로서 인식하는 정책에 대한 주관을 파악하는 작업은 정책수

단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보다 수요자 지향적인 노후준비 정책

설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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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베이비붐 세대는 앞서 논하였듯이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구코호트(김용하·임성은, 2011)”로 정의

할 수 있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에 대하여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베

이비붐 세대를 1955년~1963년생 뿐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인구를

포함하여 총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연구

도 있으나(김용하·임성은, 2011),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연구들

이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범주로 하고 있다(김미혜

외, 2014; 김종인·김윤정, 2013; 정순둘 외, 2013; 유용식, 2013; 이소정,

2011; 박지숭, 2013; 김경호, 2013; 김미혜 외2, 2014; 박창제, 2014; 백은

영, 2011; 석재은·이기주, 2010).

제1절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유한 특징 및 현황을 설명하고 베이비

붐 세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들의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

전 세대와는 어떠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다.

1.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시대적 배경의 측면에서 이전 고령자 세대

와는 달리 매우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거쳤으므로 이전 세대와는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의 이행의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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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세대였다(유용식, 2013). 6.25 전쟁 이후 태어나면서 청소년기에는

해방기에 접어들었고 궁핍한 시절을 겪었다. 그러다 청년기에는 4.19 혁

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고, 1960년대 정

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1970년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

던 새마을 운동과 이후 산업화 물결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기

여하는 세대였다(박지숭, 2013). 그러다 한국이 1990년대 말 IMF 외환위

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인해 좌

절을 맞았다. 또 다시 찾아온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는

조기 퇴직, 실직, 생업기반의 붕괴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

였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동

양적 가치관과 함께 개인주의 성향의 서구적 가치관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박창제, 2013).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전통적인 가

치관을 갖고 있는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산업화

이후의 부모에 대한 책임의식이 비교적 적은 자녀 세대 사이에 끼인 ‘샌

드위치 세대’(정경희, 2011), ‘끼인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유용식, 2013).

베이비붐 세대의 과도기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베이비붐 세대

를 조사한 결과 본인은 원하는 만큼의 교육수준이 되지 않으나(64.2%)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99%에 달하였다(통계청, 2010a). 나아가 자녀가 결혼할 때에도 자신

이 부모로써 지원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들이 90%였다

(통계청, 2010a). 그만큼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

을 뿐 아니라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연령 상 자녀들의

대학교육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생존율 또한 높아지면서 자녀교육비, 부모 부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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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자신의 노후준비라는 3중고를 안고 있는 불안한 세대로 표현된다(방

하남, 2010).

부모 봉양 측면과 노후준비 측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2010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

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생각하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은

자녀 혹은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51.7%)(<그림 2>). 이

러한 결과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갖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후에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본

인이 준비해야 한다(49.1%), 연금·사회보험(28.7%), 배우자(9.5%), 국가

(9.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흥미로운 것은 자녀나 가족이 자신의 노후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노부모 봉

양은 자녀 및 가족이 해야 하지만,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배우자, 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기대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다. 이

러한 현실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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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이비붐 세대의 노부모 부양책임 주체

자료: 정경희(2010), p.8 인용, 저자 재작성

<그림 3> 베이비붐 세대의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

자료: 정경희(2010), p.8 인용, 저자 재작성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를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세대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도 한다(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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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이다.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건

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20년

이상 적용 대상자이므로 연금의 급여수준도 이전 세대에 비하여 높다.

또한 이전 세대가 부모를 부양할 때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

령연금의 도입에 따라 부모 부양 환경이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소

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면서 이전 세대보다는 경제적

인 위기 상황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을 알아보기 이전에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특징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는 첫

째,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대체로 높으며(<그림 4>),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은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남성 99.9%, 여성 91.4%)(이소정,

2011).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25명 응답자 모두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점에서 경제활동 경험이 높은 편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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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베이비붐 세대 및 타 연령집단의 교육수준 비교

      주1: 60세 이상은 계명대학교·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전국노인실태조사’참고3)     

      자료: 정경희(2011), p.6 인용, 저자 재작성

또한 물리적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어

경제력과 구매력을 모두 갖춘 집단이며(김경호, 2013) 여가에 대한 관심

이 높다(김수봉 외, 2011). 마케팅 분야에서는 높은 구매력을 갖춘 이들

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니어 문화족’으로도 칭하며, 창의적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수봉 외, 2011).

노년기에는 은퇴에 따른 소득과 경제활동 시간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여가시간이 많아지므로 예비 노인인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에게 여가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

는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3) 60세 이상 집단의 비율 합이 100%에 달하지 못하는 것은 2차 가공자료 특성상의 
오류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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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생활에서 일자리 및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에 이전 세대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

으며,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의식을 갖고 있어 노

년기를 제3의 인생 또는 자아실현의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정순

둘·이현희, 2012).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그림 5>은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50세(1963년생)~58세(1955년생)에

속한다. 즉, <그림 5>에서 베이비붐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

황색 영역인 50세~54세, 55세~59세에 해당한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연

령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이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 세대의 약 12% 정도는 빈곤상태에 있으

며, 노인복지가 더욱 절실한 집단이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베이

비붐 세대 중에서도 ‘준비능력 없음’으로 대답한 베이비부머는 10% 정도

이다.



- 15 -

<그림 5>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2년)

자료: 보건복지부(2012), p.33-34 참고, 저자 재구성

한편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중 공적연금 가입자는 절반에 못 미치며, 11.4%는 가입하

였으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35.8%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가장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연금제도에 가입

한 베이비부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와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44.5%),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33.1%), 고용연장 및 고용기회의 확대

(16.5%), 여가문화 지원(4.7%), 평생교육(1.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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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여부 및 준비방식 개수

자료: 이소정(2009), p.77 인용

제2절 노후준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개 세 가지인 신

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로 구성된다(김기태, 2004; 김인숙, 2004; 김혜

진, 2012; 김미령, 2013). 이 외에도 여가준비, 생활대책, 주거대책, 취업

대책 등(전진우, 2002)이 포함되기도 한다.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은 65

세 이상의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중·장년층(40대·50대) 집단

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노후준비 실태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장

년층은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만큼 준비하

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과거에 노후준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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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김동배 외,

2012). 즉 노년기 이전에 건강 유지 활동, 노후자금 준비,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을 많이 했을수록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낸다는 것이다. 노후준

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수록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한다는 시사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노인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기능의 퇴화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신체 질환이 발생한다. 이 중 대부분은 중년기에 취약했던 신체 부위에

서 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이우복,

1993).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신체 기능 저하는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추기철, 2000; 김동배 외, 2012).

신체적 노후준비의 경우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40%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 건강문제

는 39.8%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에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노년기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건강상실에 대한 걱정이 40.9%로 가장 높았다.4) 이는 노후 생활에 있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를 건강문제로 지적한 기존의 선행연구(임경자,

2002)와 일치한다.

은퇴와 함께 신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년기에 건강문제는 노년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꼽

힌다.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는 개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사

4) 건강문제 다음으로 노후생활비용에 대한 걱정(32.2%)을 꼽은 결과를 통해 중년층들

은 노년기에 건강한 것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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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활동 범위마저 축소시켜 개인에게 고독감을 주는 등의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강유진, 2005; 송명숙, 2002).

조혜진(2012)은 노후준비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이 경제적인 측면에 초

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건강하게 늙는 ‘건강한 고령화

(healthy aging)’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체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의료비 준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의료비 준비방법

순위를 살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을 가장 우선적인 노후의료비 준비방법

(57.9%)이라고 응답하면서 공적 건강보험(80.1%)에 의존성이 가장 높았

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22.2%로 비교적 준비율이 낮았다.

한편 두 번째로 선호하는 노후의료비준비 방법은 민간의료보험(31.6%)

를 차지하였고, 3순위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22%)이었다. 보험을

통한 노후의료비 준비 행동은 연금의 일부를 쪼개어 의료비에 보태는 행

동에 비해 더 적극적인 건강관리 행태를 의미한다(조혜진, 2012).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적으로 연금보다는 보험성 자산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성 자산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하는 집

단과 연금으로 준비하는 집단의 차이는 직업의 요인이 컸다. 즉, 근로자

들은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 교사, 군인 및 자영업자와 주부 또는

기타에 비해 연금으로 노후의료비준비를 할 확률이 더 높아 아직까지 근

로자들의 노후의료비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근

로자가 그 외의 직업군에 비해 보험을 주된 노후의료비준비방법으로 선

택하는 데에는 14% 정도 낮았다.

개인의 노후의료비 준비에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면서 노후의료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 차원에서

알리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노후의료비준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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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자산, 은퇴자산 충분 여부, 보험

수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건강신념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주된 영향요인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은퇴

후 역할 상실 등 의 정서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사회적 노후준비가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경제적 노후준비에 비하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김수봉 외, 2010). 사회적 노후준비로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외로움이나 고독 등이 심해져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을 해결하는 요소로

서 사회적 관계망을 언급한다(이정화, 2009). 사회 활동은 성공적인 노후

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나 직장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를 강조하

고 있다(Crosnoe&Elder, 2002). 노년기에는 은퇴에 따른 소득과 경제활

동 시간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여가시간이 많아지므로 예비 노인인 베이

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에게 여가

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높은 구매력을 갖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니어 문화족’

으로도 칭하며, 창의적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수봉 외, 2011). 뿐만 아니라 현재 베이비부머들은 노

후 생활에서 일자리 및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에 이전 세대보다 적극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의식을 갖고 있어 노년기를 제3의 인생 또는 자아실현의 기회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정순둘·이현희, 2012).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

대와 달리 선진화된 문화를 접하며 자신이 누리던 삶의 질을 노년기에도

계속 영위하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노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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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극복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정경희, 2010).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한

다(황순애, 2012; 백은영, 2011; 정경희, 2010; 김미혜, 2010; 이소정,

2009; 유용식, 2013).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

대·베이비붐 이전·베이비붐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영향요인을

비교한 황순애(2012)의 연구에서는 경제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

직연금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비해 여성의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성은 국민연금을 주요 노후준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데 반

해 여성은 예금·적금·보험이 주요 노후준비 수단이었다(정경희, 2010).

연령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결과들이 존재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내

에서도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의 정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령이 높

아질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박창제,

2011)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난다(유용식,

2013)는 주장도 있다. 경제적 측면의 경우 계층별로 노후소득 자원의 차

이가 존재한다(김미혜, 2010; 이소정, 2009). 중하류층은 공적연금과 같은

노후보장이 가능한 사회적 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 반해 중상류층

은 노후에도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준비에 적극적인 성

향을 띈다고 한다. 생활수준이 높은 개인이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인 모

습을 보이는 이유는 퇴직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경제

적 지위에 있으면서 대기업의 퇴직 준비 프로그램이 급증하게 되면서 고

령노동자의 참여율이 높은 추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다(김미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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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은영(2011)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은

퇴를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집단과 비교하였다.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중졸 이하의 학력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현재 소득수

준이 낮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수준 역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생활의 경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생활여건은 3년 전과 비교하여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집단이었다.

노후준비 수단에 대한 연구가 많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첫째, 국민연금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김용하·임성은, 2011; 류애정, 2010; 김태동,

2014; 석재은, 2010). 국민연금은 노화에 따라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생

계수단이 없어질 때를 준비하여 일정기간 가입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

지제도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시행을 토대로 건

강·고용·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적연금의 가장 대표

적인 유형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1조).”5)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

과는 달리 가입에 강제성이 있고 보험료율 및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해진 공적연금제도로서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김화중,

5) 한국의 연금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부터 초기 공무원 및 군인을 대상으

로 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1973년에 제정되었지만 경제위기 및 정치사회적인 여건의 미비로 인해 시행이 연기

되었다(김태동, 2014). 그러다 1988년에서야 국민연금이 비로소 도입되어 당시 상시근

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후 1999년 4월에

모든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어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연금제

도로 정착되었다.



- 22 -

2005; 이장욱·이양훈, 2014 재인용).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

우에는 별도의 특수연금제도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

에서 제외된다.6) 국민연금은 고령자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연금 수급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납부자가 장애를 입게 되더라

도 연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김태동, 2014).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높다(백은영, 2011).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 중

현재 납부하고 있는 비율이 49.2%이다(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조건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연금 대상자는 33.8%에 불과하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40.9%는 10년 미만 납부자이므로 받지 못하고, 25.3%는

납부기간이 없어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정작 국민연금이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장 주된 노후준비 방식이라고 해도 실제 국민연금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부머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통

계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의 소득보장 제도가 탄탄하지 않은 실정

이며 실질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준비 상태는 그리 좋지 않음을 시

사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인 1955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

고 국민연금가입자 중 베이비부머의 비율이 급감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국민연금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개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 것이

6)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일정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적립방식

의 운영구조이다. 즉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토대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아진 수익금으로 연금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가입자인 직장인은 피고용

인으로서 표준소득월액의 4.5%로 책정되어 전체 9% 중 4.5%는 본인 부담,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기여율만큼 부담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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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적 노후보장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연구한 김수완(2011)의 연구에

서는 한국 사회는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 노후소

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제

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수급자의 신뢰 수준보다 낮았다는 기존의 연구

(김준수 외, 2008)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에 관한 관리운영의 한계에서 비롯된 불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의사가 다르게 나타났

다.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는 그 외의 수단인 기업·개인연금, 저축 등을 활용할 의향이 높다(김수

완, 2011).

또 다른 노후소득보장의 정책수단으로 정년연장 제도가 있다(최아영·

석재은, 2014; 김준영, 2011; 안주엽, 2011).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에 따른 정년연장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논의는 일자리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간

갈등 문제와 직결된다.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은 은

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하는 고용이 불안한 집단의 문제를

보완해 주고(금재호, 2011) 노후준비를 할 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정년연장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청년고용을 저해하고

실제로 실효성이 낮아 제도도입의 가치가 낮다는 입장(최아영·석재은,

2014)이다. 아직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도입이 노후준

비에 효과가 있다는 실증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0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다수의 중장년층이 61세 이후 현

업에서 은퇴하기를 희망(62.6%)하는 데 비해 은퇴 이후 전직과 관련한

일(8.0%), 새로운 일(3.1%)을 희망하는 비율은 현격히 낮게 나타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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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정년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자면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베이

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떠한 방식

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

으며, 최근 들어 노후준비 정도가 불충분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퇴직 후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집단, 생업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새로운 지식과 결합하여 직무 영역을 확장하여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집단, 생계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하는 집단

(류애정, 2010) 등 노후에 대하여 개개인이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

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수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요인을 추

출하여 유형별로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노인복지 대상자들의 정책선호도

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소

득을 제공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사회

보험, 공공부조(사회수당)의 형태를 띤다. 사회보험적인 성격의 소득보장

제도는 노령,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의

위험에 준비하여 평상시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갹출하여 사회적

기여금을 마련해놓고 있다가 구성원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위험분산 제도의 특징이 있다. 한편 공공부조로서의

소득보장제도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갹출하지 못해 사

회보험 수급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공공부조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으

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식 소득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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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사회보험식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식

소득보장제도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연금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

지 연금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룬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유교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현재 노인세대는 가족

등의 사적소득이전체계로서 비공식적인 지원의 비중이 더 크다.

보장

수준
층 체계

사회

위험
대상계층 수급자

추가

보장
2층 법정퇴직금

퇴직연금(개

인연금)
노령

원하는 

국민
임의적용

법정퇴직금 퇴직 피용근로자

1차

보장
1층 사회보험

공적직역연

금

노령, 

장애,

사망

공무원, 

군인, 사립학

교교직원

모든 공적직역종사

자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일반국민

가입자: 모든 국민

( 실 질 적 으 로 

18~59세 경제활동

참가자)

최종

안전

망

0층
무갹출연금 기초연금

노령,

빈곤
저소득 노인

공공부조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빈곤 저소득층

<표 2> 현재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자료: 석재은(2011), p.43 인용, 저자 재구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저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

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적연금제도로 일반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가장 보편적인 연금제도와 더불어 공

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 1차 안전망으로 존재

한다. 1층에 있는 연금제도들은 갹출하여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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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 있으나 급여산식 및 급여비율, 보험료율 등이 상이하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논

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0년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율이

45%가 되지만 공적직역연금의 급여율은 70%이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부가 노후보장 정책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민간 영역에서도 노후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연금이 있

다.

퇴직연금은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한 강제 가입식의 국민연금 제도와는

별도의 제도로,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

도록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기존

에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퇴직금 제

도에서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

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등을 보완하여 일

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

도록 갖추어졌다(두산백과 “퇴직연금”, 2015. 7. 1.). 따라서 퇴직연금7)은

장기근속 근로자의 경우 퇴직할 당시 공헌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형태

로 운영되어 근로에 대한 보상적인 급여임과 동시에 연금 형태를 통해

노후 자산관리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년 1/4분기 기준 현

재 퇴직연금 지급건수는 279.99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e-나라지

표 홈페이지, 2015. 7. 1). 퇴직연금의 누적적립금 규모는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101.7조 원이며, 2010년부터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윤

석명 외, 2011).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과

7) 퇴직연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
급되며, 해당되는 사업장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퇴직하는 근
로자에게 급여가 가능하다(윤석명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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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기도 한다.

또 다른 사적 노후보장제도로서 개인연금은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비례형 급여 식이라는 점에서 퇴직연

금과 차별되는 특징을 가진다(윤석명 외, 2011). 개인연금은 사실상 가장

높은 층에 속하여 노후생활만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추가보장수준

에 속한다. 아직까지 개인연금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중요

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도 사적연금의 일

환으로 Q 진술문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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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이 국민연금은 제도도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들 중 연금수급자의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베이비

붐 세대는 주요 국민연금 수혜집단이므로 현재 공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중심적인 제도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석재은, 2011)라는 주장

이 있지만 앞으로 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제3절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더욱 앞당겨 고령사

회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대규모 인

구가 노령인구로 편입되면서 한국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

로 예측된다. 그 중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김경호, 2013).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은퇴로 인해 조세 부족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와 함께 베이비붐 이후 세

대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들이 노령부양계층에 진입하게 될

경우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재정 위기를 직면할 가

능성이 높다(박창제,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90%대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주요 노후준비책은 국민연

금인 현실 속에서 기여금이 많은 만큼 수급자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민연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제조

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할 인력 수가 감소하여 기업의 노동생산

성 및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셋째, 노후준비 자원이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노후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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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기 은퇴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자영업의 생존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정경희, 2010). 이렇

게 되면 고용의 불안정성에 따른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 넷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가

치가 하락할 수 있다(이철선, 2009; 정경희, 2010; 김경호, 2013).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년기 진입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

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병존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은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김경호,

2013).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은퇴로 인해 조세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와 함께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둘

째,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할 인력 수가 감소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셋째, 노후 준비 자원이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넷

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이철선, 2009; 김경호, 2013).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전쟁 이후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적응

해 온 세대이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 및 긍정적인 태도 등을 지니고 있

다는 특징으로 인해 노후에도 비교적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고 본다(한경혜, 2011).

베이비부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베이

비붐 세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은퇴시점이 다가

오면서 다가올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다(김종인·김윤정,

2013; 김동배 외, 2012; 정순둘 외2, 2013; 백은영, 2011; 석재은·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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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경희, 2010; 박창제, 2008; 2011; 2014). 노후준비는 크게 신체적·

경제적·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나뉘는데, 이들의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다룬 연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정경희 외, 2010; 한경혜, 2010; 김동

배 외, 2012; 김미혜, 2010; 이소정, 2011).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둘째, 노동 경제적 관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하여 접근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방하남 외, 2010; 삼성경제연구소, 2010; 안주엽, 2011; 김지

경, 2010).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은퇴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며(이소정, 2011), 주로 은퇴

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다룬다. 여기에 정년연장 제도에

관한 논의가 포함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에 앞서 은퇴 이후에 대

하여 어떻게 할지를 다룬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를 예비 고령자 집단으로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을 보자면 우선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시행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77.3%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현재 종사하는 업무가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직업과 동일한 경우는 51.5%이며, 40대 이후에 일을 그만둔 경험

이 있는 베이비부머는 33%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도소매업(14.3%), 숙박음식점업(11.6%), 교육서비스업(6.0%), 농림

어업(5.9%) 등이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성별에 따른 산업분포

를 살펴보면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18%) 반면, 여성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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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80%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표 3>). 그 중 노후준비 방식은 국민연금이 가장 높

았고(38.5%), 그 다음으로 예금 및 적금(24.3%)이 있다(박영란 외, 2011;

백은영, 2011). 그러나 향후 소득이 동일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실제로 노후를 준비하는 정도는 이러한 응답결과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박영란 외, 2011).

준비

하고 

있음

준비

하고

있지 

않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 

금

사적

연금

퇴직

금

예

금, 

적금

부 동

산

운용

기 타
1)

아직

생각

안함

앞 으

로 

준 비

할 계

획

준비

능력

없 

음

자녀

에게 

의 

탁

2 0 0

9
66.3 37.0 7.1 20.1 3.4 25.6 5.7 1.1 33.7 16.6 32.6 38.9 12.0

베 이

비

부머

80.0 38.5 7.1 19.5 3.8 24.3 6.0 0.8 20.0 7.4 39.8 50.3 2.5

초졸

이하
59.6 42.0 1.6 18.1 1.6 32.0 4.3 0.4 40.4 8.5 33.4 53.4 4.7

중졸 69.1 44.5 1.6 18.3 3.9 28.6 2.7 0.3 30.9 5.7 34.3 56.2 3.8
고졸 81.9 40.7 4.7 20.6 3.8 24.6 5.5 0.2 18.1 8.6 41.4 48.5 1.5
대졸

이상
90.9 31.7 14.5 18.7 4.3 20.2 8.6 1.9 9.1 5.4 56.1 38.5 -

<표 3> 노후 준비방법 현황(2009년, 18세 이상 인구)

주: 1) 주식, 채권 등 포함

자료: 통계청(2010); 박영란(2011), p.21 재인용, 저자 재작성

노후준비의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박영란 외, 2011), 특

히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력이

초졸이하인 베이비부머의 경우 전체 중 6명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경우 그렇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은퇴 준비유형으로 개인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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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백은영, 2011).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추가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여

유가 더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 중 50.3%는 ‘준

비능력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노후준

비의 수준은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

<그림 7>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자료: 이소정(2011); 황순애(2011) 재인용, 저자 재작성

국가적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에 대한 복지수요를 파악하

기에 앞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33.8%), 자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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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25.6%), 본인 건강(18.7%), 생계비 마련(8.8%), 노후준비(6.4%)로 나타

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

의 고민거리인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많고, 혼인 연령이 늦춰지는 한국에서 자녀의 결혼 문제가 부모로서 베

이비부머에게 큰 고민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몇몇 P 샘플을 인터뷰

한 결과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

노후를 편히 준비할 마음이 생긴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자녀가 취업 및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로서 자녀를 지원해 주

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통계청, 2010b)와 일치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소정(2009)

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가운데 약 1/3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공적

연금·사적연금·저축 등 두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중장년층 사이에서 다층적인 준비를 계획하고 실

천하고 있는 집단과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 간의 양극

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는 바이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보건사회연구

원의 연구에서 52%의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이소

정, 2009). 전체 설문자 중 13.9%만이 노후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한국의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상태는 상당히 불

안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미혜 외(201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0.2%)이 현재보다 노후 생활이 나쁠 것이

라고 응답하면서 중년층의 대부분이 자신의 노후 생활을 부정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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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저자

(년도

)

연구대

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결과

경 정 운 서울·수 -인구사회학 은퇴준비 -연령(+), 월소득(+), 주택소유

<표 4>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노년층 뿐 아니라 중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적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집단이 큰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이 불행하고

불안정할 경우 고령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노인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이

높다. 공적연금은 의무가입이 주된 노후준비 수단으로 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백은

영, 2011).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고령자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박영란 외, 2011). 우선 자녀의 결혼 및 취업의 문제가 해

결되지 않았으므로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의 문

제가 베이비부머에게는 더 시급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서 은퇴한 사람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으므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은퇴 이후 및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선행연구(이은정,2009)로도 설명이 가능하겠다. 따라

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정도는 생각보다 낮은

편이며, 정책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도 현재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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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

영 ·백

은 영

(2009

)

도 권 

거 주 

경 제 활

동 중

인 

2 0 - 5 0

대

적 배경

-은퇴 인식

-은퇴 태도

행동 형태(+), 은퇴교육경험여부(+)

백 은

영

(2011

)

베 이 비

붐 세

대

인 구 사 회 학

적 특성

경제적 

은퇴준비

유형

-주된 은퇴준비 유형: 국민연

금, 예금 및 적금, 부동산 순

-은퇴 준비 못하는 유형: 학력

(-), 결혼여부(미혼 및 기타), 

소득(-)

-예·적금: 성별, 가구주, 장래소

득 기대, 소비생활수준 만족도

박 창

제

(2011

)

베 이 비

붐 세

대

-인구사회학

적 특성

-국가의 노후

보장에 대한 

인식

-건강만족도

사적 

재무적 

노후준비

-연령(-), 교육수준(+), 부채(+), 

장애(-), 장수가능성(+)

-경제활동(+), 가계소득(+), 주

택보유(+), 유산상속 가능성

(+), 고이자 저축(+), 주식 및 

투자신탁(+)

-국가의 노후보장 인식 무의

미

사

회

적

김 백

수 ·이

정 화

(2010

)

광주·전

남 중

년 층

(40-50

대)

-성별

-인구사회학

적 특성

사회적 

노후준비

-사회활동 중요성: 여성>남성

-여성: 관계중심적, 남성: 취미

활동중심

-사회적 노후준비정도(의지): 

여성>남성
변 루

나 ·김

영 숙·

현 택

수

(2011

)

베 이 비

붐 세

대

-한국 상황

-일본 상황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

-일본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참여활동(노인클

럽, 실버인재센터) 지원

-한국과 달리 일본은 부처별 

산재한 노인사회참여 지원정

책 일원화

신 조 혜 베 이 비 -건강신념 노후의료 -건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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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적

진

(2012

)

붐 세

대

-주관적 건강

상태

비 준비

행동

-가계소득(+)

-건강 심각성 느낄수록 보험

↑,연금 통한 의료비 준비↓

통

합

강 유

진

(2005

)

군 포 시 

거 주

30·40·5

0대 기

혼남녀

-개인관련특

성

-가족특성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한국 중년층은 노후 건강·경

제문제 가장 걱정, 스스로 준

비해야 한다는 인식 강함

-사회적 노후준비 가장 높음

-건강염려 높지만 신체적 노

후준비 가장 낮음

-신체적: 연령(+)

-경제적: 경제상태(+), 연령(+)

-사회적: 교육수준(+)

-가족특성 중 부모역할수행(-)

이 정

화

(2009

)

광주·전

남 중

년층

-인구사회학

적 특성

-노년기 인식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신체적 준비: 여성>남성

-사회적 노후준비 가장 잘함

-노년 인식: 경제적 영역만 

(+)

-성별: 여성은 경제수준(+), 학

력수준(+), 남성은 노년기 건

강 및 외로움에 대한 불안(-)

본인의 노후를 인식하는 정도는 노후 준비 정도의 결과이다. 다시 말

해 노후준비를 만족스럽게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노후를 긍정적으로 인

식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

행동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중년층

의 노후준비 행동은 강화된다는 연구(김미혜 외, 2014)가 이를 뒷받침한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의 인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이정화, 2009)를 지지한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같은 노인복

지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수록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

주며, 이것이 노후 준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예비 고령자로서 자신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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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후생활에 따라 노후준비를 상이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유추하였

다. 즉, 여가에 좀 노후생활을 투자하고 싶은 베이비부머의 경우 생계나

다른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자신의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에 수행한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에 희망하는

생활의 방식이 비교적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8>).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41.6%), 2순

위로는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겠다(19%),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을 하겠다(17%)는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8>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유형(2010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정경희 외(2013: 253) 재인용, 저자 재작성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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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정순둘·이현희, 2012)와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문화생활 수준

도 이전 세대보다 높아진 사회적 현상이 베이비부머가 희망하는 노후생

활에서 여가생활이 1순위인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유추가 가능하다. 한편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의견은 가장 낮게 나타

났다(2.5%).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현재 손자녀가 없는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다. 베이비부머의 자녀들

의 연령대는 대개 30대 초반 미만이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

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베이비붐 세대에게 손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본 연구의 P 샘플들 중에서도 결혼한 자녀가 0명~1명인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아직 손자녀에 대한 양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여가생활에 대한 선호와 같은 맥락으로 이

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클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

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자료만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식유형을 유추

하기 어렵다. 즉, 개인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노후준비 제도 및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따

라서 이러한 희망하는 노후생활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인지한 상

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고 유형

화를 시도해 본다면 예비 고령자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데 보다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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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Q 방법론의 의의

Q 방법론은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시

작되었으며, 인간이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김흥규, 2008).

인간은 자신들의 가치와 경험이 축적된 개개인의 관점에서 사물과 현

상을 인식한다. 따라서 저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르고

지각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인간에 대한

탐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을 기존의 객관적인

접근방식으로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Q 방법론은 연구 대상자가 갖고 있는 내적 인식 차이를 측정할 수 있

다는 강점이 있다. 기존의 R 방법론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변수를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화하였다. 그러나 Q 방법론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

구의 대상자의 관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으며 Q 표본에 대한 상이한

의미부여 정도에 따라 주관성이 나타난다. 개인이 진술문에 갖고 있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 요인 분석을 통헤 유형화 작업을 하고 여러 사람들

이 갖고 있는 유사한 인식 양상과 상이한 인식 양상을 비교 분석이 가능

하다(김순은·윤상오, 2001). 요약하자면, Q 방법론은 연구 대상자를 변인

으로 연구 대상자 개인의 내적 차이를 밝히는 방법론이다(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절차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표 5>). Q 진술문을 작성하

는 과정에서 우선 선행연구와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Q 진술문을 작성한

다. 이 때 Q 진술문은 사실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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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Q 진술문 

작성

- 선행연구,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Q 진술문 작성

- 이 때 Q 진술문은 사실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

는 

의견으로 구성되어야 함

- 그러므로 Q 진술문은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

어야 하며 동시에 이론(theory)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Q 진술문은 체계적(systematic)구조를 전제로 구성할 때 이론

적,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설문의 개수는 30~50개 정도가 적당함. 소수일 경우 개인의 

인식

을 파악하기 힘들고, 다수일 경우 측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

P 샘플 

선정

- 다양한 인식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P 샘플을 선정

- 이 때 P 샘플 선정은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통계적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 성별, 직업,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추출

Q 설문 

진행

- Q 설문의 핵심은 다양한 의견 간의 선호, 즉 위계적 질서를 

파악하

  는 것이 핵심임

<표 5> Q 방법론 절차

들어져야 한다. 즉, 가치가 부여된 의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론이 반

영되어야 한다. 설문의 개수는 30개~50개 정도가 적당하다(김순은, 2007).

P 샘플은 다양한 인식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P 샘

플 선정과정에서 주의점은 통계적인 신뢰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

니라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좋게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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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자는 응답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후에 설문을 시

행하는

  것이 정확한 값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결과 분석

-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값을 분석

- 이 때 분류된 요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른 유형에 따라 공통된 선호 값을 가지는 설

문 문항

  이 도출될 수 있음
자료: 류진(2015) 인용, 저자 재작성

제2절 연구 설계

1. 진술문의 설계

Q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대상자가 변수가 되고, 진술문을 분류한 연

구 대상자의 집단이 Q 요인이 된다(김순은, 2009). 각각의 Q 요인은 작

성된 진술문에 의해 대부분 해석이 되어 연구논리 진행의 단서가 된다.

본 연구는 강제분류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자료의 분석

은 PQMETHOD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진술문의 요인가를 분

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고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유

형을 분류하였다. 노후준비에 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

으므로 본 연구의 진술문들은 비구조적인 방식을 따른다(Brown, 1980).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 및 진술문 작성에 앞서 베이비붐 세대를 포

함한 현재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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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수

희망 노후생활 8

신체적 노후준비 5

경제적 노후준비 11

사회적 노후준비 6

통합적 정책수요 5

<표 6> Q 진술문 작성을 위한 프레임

준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성되

어 이를 토대로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개인이 노후준비를 할 때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영역을 전반적으로 고

려할 것이다. 따라서 노후준비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진술문을 통합적

으로 다루어 분석하고자 한다. 노후준비를 하는 방식의 이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분석하고, 이들이 노후에 바라는 통합적인 정책수

요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표 6>).

앞서 제시하였듯이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은 소득

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의 사회활동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

문에 개인이 어떠한 활동을 더 추구하는지에 따라 노후준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시하는 점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토

대로 희망 노후생활 및 세 가지 노후준비 측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

다. 또한 통합적 정책수요의 경우 본 연구가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자층이 되었을 때 정부가 제공해야 할 노인복지를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므로 정부에게 요구하는 정책수요에 대

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술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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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진술

문 

번호

구체적 질문내용

노후 

생활

1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기보다 은퇴 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후의 

재취업이 필요하다.

10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더 힘들 것 같다.

16 은퇴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27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33 나보다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 노후생활이 바람직하다.

20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준이

다.

31 노후를 생각하면 돈 나올 곳이 없어 막막하다.

신체

적 

노후

준비

2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이다.

5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는 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11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 수가를 낮추는 

게 낫다.

14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느니 연금을 아껴 뜻밖의 건강이상에 준

비하는 것이 낫다.

17
건강보험이 노후의 건강보장을 충분히 하지 않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

험을 확대해야 한다.

<표 7> Q 진술문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Q 설문항은 총 34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

였다. 각 영역의 진술문들을 순서대로 설문지에 배열하게 되면 응답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무작위하게 진술문들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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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진술

문 

번호

구체적 질문내용

경제

적 

노후

준비

3 정년연장보다는 은퇴 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정년연장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임금을 덜 받아도 된

다.

18
정년연장 제도는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

어서는 안 된다.

23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보다 노후생활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낫다.

21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

야 한다.

32 우리 세대의 노후 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26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노후준비책이다. 

29 노후의 소득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34 노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

25
현재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나의 재취업이나 노후준비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사회

적 

노후

준비

7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나 친구모임 등의 사회활동을 자주 

해야 한다.

28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클럽이 확

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여가시간을 풍부

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22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9
여가시설(경로당 등)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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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진술

문 

번호

구체적 질문내용

통합

적 

정책 

수요

8
국가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노후준비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2
정부는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후설계 

서비스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9
기업은 노후준비에 관한 박람회나 직장 내 교육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5
기존에 가족이 고령자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바라기 힘든 시

대가 되었으므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고령자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24
노인복지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되므로 현

재 노인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 P 표본 선정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므로 R 방법론과 달리 P 표본 수

가 대표성을 확보할 정도로 많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점에서 Q 방

법론의 강점은 비용과 시간의 절약에 따른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

울러 R 방법론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

성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지만, Q 방법론의 경우 표본 수

에 대한 조건이 없다. 또한 무작위 추출이라는 통계적 요건에 제약을 받

지 않는다. P 표본의 추출은 보편적 사고 위에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대상자들이 고루 분포된 상태에서 25명에서 30

명 정도가 적당하다(김순은, 2010).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P

표본을 선정하는 데 있어 엄밀한 무작위 추출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베

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연령, 성별, 직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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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금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Q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이해를 돕고자 노후생활에서 가

장 중요한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 이후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주관적 견해를 파악하는 데에 대한 연구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일부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총 25명을 대상으로 P 샘플을 선정하였다. 그 중 남자는 13명, 여자는

12명이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 중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14명, 후기 베이비붐 세대는 11명이다.



- 47 -

샘플 성별 나이 직업상태 공적연금 가입여부/기타 경제적 노후준비 방식

1 여 56 없음 O (15년 이내)/부동산 및 증권

2 남 55 정규직 O (20년 이상)

3 남 58 정규직 O (20년이상)/개인연금(20년이내)

4 남 61 정규직 O (20년이상)

5 남 55 정규직 O (20년이상)

6 여 57 비정규직 O (15년이내)

7 남 53 정규직 O (15년이내)/개인연금/부동산 및 증권/저축

8 여 57 정규직 O (20년이상)

9 여 55 정규직 O (20년이내)/개인연금(15년이내)

10 남 61 정규직 O (20년이상)

11 남 57 정규직 O (20년이상)/개인연금(5년이내)

12 남 53 정규직 O (20년이상)

13 남 57 정규직 O (20년이상)/부동산 및 증권

14 여 53 비정규직 O (15년이내)/부동산 및 증권

15 남 59 정규직 O (20년이상)

16 여 56 정규직 O (20년이상)/개인연금/부동산 및 증권/저축

17 여 60 비정규직 O (20년이상)

18 여 61 없음 O (20년이내)

19 남 58 정규직 O (20년이상)/개인연금(20년이내)/부동산 및 증권/저축

20 여 57 없음 O (20년이내)/개인연금(20년이내)

21 남 56 정규직 O (20년이상)/개인연금(15년이내)

22 여 61 없음 X / 부동산 및 증권

23 여 53 정규직 O (5년이내)/개인연금(10년이내)/부동산 및 증권

24 남 58 정규직 O (15년이내)/저축

25 여 60 정규직 O (20년이상)

<표 8> P 샘플의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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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분류 및 조사 실시

Q 설문지를 기급하여 P 표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Q 분류(조

사)라고 한다(김지희, 2014). Q 진술문의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인 강제 분류법(forced sorting)과 비강제 분류법(unforced sorting)

이 있다. 강제분류는 정상분포곡선 또는 의사정상분포곡선에 따라 각 점

수에 할당할 카드의 수를 미리 정한다. 반면 비강제분류는 카드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최현철, 2007).

본 연구에서는 P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면서 설문대상자에게

설문 과정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Q 표본을 직접 분류하도록 한다. Q 설

문항을 정규분포 형태에 가깝게 분류할 것을 염두에 두어, 설문 대상자

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Q 표본에 +4점을 부여하고, 자신이 가장 동의

하지 않는 진술문에는 –4점을 부여한다(<그림 9>).

+4 +3 +2 +1 0 -1 -2 -3 -4

<그림 9> Q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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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Q 분류 단계에서 조사된 점수를 실제 분석에 필요한 점수로 환

산 코딩하고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요인분석까지

마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인식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명명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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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표본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4 요인5 성별/나이/직업/연금가입형
태

1 0.6345 0.2697 0.3649 0.0544 0.2849  여/56세/없음/국민연금

2 -0.1833 0.0325 0.8166* 0.0746 -0.0369  남/55세/정규직/국민연금

3 0.4686 -0.0640 0.0717 0.0374 0.2086  남/58세/정규직/공무원연금

4 0.0535 0.4030 -0.0975 -0.0638 0.7199*  남/61세/정규직/공무원연금

5 0.1149 0.5958* 0.0730 0.0348 0.3232  남/55세/정규직/공무원연금

6 0.1993 0.0793 0.0440 0.1201 0.7623*  여/57세/비정규직/국민연금

7 0.2690 0.2825 0.5595 -0.1540 0.3726  남/53세/정규직/공무원연금

8 0.7228* 0.0178 -0.1725 0.0832 0.2809  여/57세/정규직/국민연금

9 0.2477 -0.0226 0.1708 -0.0457 -0.1133  여/55세/정규직/공무원연금

10 0.1649 0.2859 0.1941 0.2011 0.7035*  남/61세/정규직/공무원연금

11 0.1835 0.0363 0.2382 0.1082 0.0745  남/57세/정규직/공무원연금

12 0.1927 0.1507 0.0015 0.2262 0.3125  남/53세/정규직/공무원연금

13 0.2837 0.7597* 0.2786 0.0614 0.1110  남/57세/정규직/공무원연금

14 0.4679 0.5123 0.0134 -0.1583 0.1548  여/53세/비정규직/국민연금

15 0.1987 0.0142 0.0663 0.8455* 0.2475  남/59세/정규직/퇴직연금

<표 9> P표본의 특성

제4장 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유형 분석

Q 진술문에 대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PQMethod를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은 5가지로 분류되었

다.

유형 분석 과정에서 우선 Q 분류와 P 샘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활용하여 로테이션 이전의 요인가를 도출하

였다. 이 때 Eigen value는 통상적으로 1 이상인 요인의 개수를 기준으

로 로테이션을 시행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varimax 방식의 로테이션을

시행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한 flagging 작업을 하면 최종적인 요인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



- 51 -

16 0.5540 0.3058 0.0956 0.0174 0.2441  여/56세/정규직/공무원연금

17 0.2578 0.0944 0.0387 0.0892 0.1958 
 여/60세/비정규직/공무원연

금
18 0.4728 0.3507 -0.2505 0.0260 0.4629  여/61세/없음/국민연금

19 0.6817* 0.2475 0.0248 0.2135 0.1269  남/58세/정규직/국민연금

20 -0.0168 0.8516*  -0.0608 0.1940 0.2675  여/57세/없음/국민연금

21 0.3430 0.3908 -0.0318 -0.1439 0.2885  남/56세/정규직/공무원연금

22 -0.1957 0.3030 -0.0367 0.6348*  -0.1365 
 여/61세/없음/부동산 및 증

권
23 0.2925 0.2299 0.2269 0.2193 0.3039  여/53세/정규직/국민연금

24 0.5349 0.2918 0.1410 0.1275 0.6198  남/58세/정규직/국민연금

25 0.8393* 0.0581 -0.1011 -0.0661 -0.0013  여/60세/정규직/공무원연금
설명
력(%

)
16 12 6 6 13 -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1.000

요인 2 .2634 1.000

요인 3 -.1492 .0693 1.000

요인 4 .1516 .2876 .0891 1.000

요인 5 .3880 .5462 .0498 .3039 1.000

<표 10> 요인 간 상관관계 

* p < 0.05 유의수준

유형화할 수 있는 요인의 개수는 요인들 간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함으

로써 결정할 수 있다. <표 10>은 5개의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0.5 미만이며 –0.14부터 0.54까

지 분포해 있다.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므로 각 요인의 독립

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요인 2와 요인 5의 상관관계가

0.5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요인들 간에는 +4와 -4의 요인가를 가

지는 일부 진술문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여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띈 요인 1과 요인 3은

–0.1492로 상반되는 요인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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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Q 진술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1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기보다 은퇴 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4 +2 +2 +4

2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이다.
+3 +4 +3 +4 +2

3
정년연장보다는 은퇴 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0 -1 +3

4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

을 활용한 노후의 재취업이 필요하다.
0 +3 -1 +2 0

5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는 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1 +1 -2 +1 +3

6
정년연장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임

금을 덜 받아도 된다.
-2 0 +2 -3 0

7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나 친구모임 등

의 사회활동을 자주 해야 한다.
+3 1 -1 3 +4

8
국가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노후준비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2 +1 -2 +3

9

여가시설(경로당 등)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

다.

0 0 -4 3 +1

10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더 

힘들 것 같다.
+2 +1 -3 -3 +1

11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

험 수가를 낮추는 게 낫다.
0 +1 -3 -2 +1

12

정부는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후설계 서비스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공해야 한다.

0 +3 +2 +2 +1

<표 11> 각 진술문의 요인가

각 요인은 진술문에 대한 요인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요인가

가 +4, +3, -3, -4의 극단값을 얻은 진술문들을 토대로 각 요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석을 한다. 극단값의 요인가에 속하는 진술문들이 요인의 대

표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양의 숫자 값이 클수록 동의를 더 많

이 한다는 의미이고, 음의 숫자 값이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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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Q 진술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13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 -2 0 3 0

14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느니 연금을 아껴 뜻

밖의 건강이상에 준비하는 것이 낫다.
+1 0 -4 0 -2

15

기존에 가족이 고령자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자녀에

게 바라기 힘든 시대가 되었으므로 국가가 더 적극

적으로 고령자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1 +1 +2 +1 2

16
은퇴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편안하

게 살고 싶다.
+2 +2 +3 -1 2

17
건강보험이 노후의 건강보장을 충분히 하지 않으므

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0 -1 +1 -1 0

18
정년연장 제도는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0 -2 -2 +4 2

19
기업은 노후준비에 관한 박람회나 직장 내 교육 등

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1 +1 0 0

20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

경보다 보수수준이다.
-4 +3 -3 0 -4

21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

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3 -4 0 -2 -1

22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대

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4 +2 +1 0 +1

23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보다 노후생활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낫다.

+1 0 -2 0 0

24

노인복지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되므로 현재 노인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

다.

+1 -2 -1 -4 -1

25
현재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나의 재취업

이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1 0 0 -3

26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노후

준비책이다. 
-3 -4 +3 1 -3

27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2 -3 -1 -3 -4

28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클럽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0 0 +2 -1

29 노후의 소득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2 +0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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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Q 진술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30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

고 여가시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직한 제도

이다.

+3 -1 -2 -1 -1

31 노후를 생각하면 돈 나올 곳이 없어 막막하다. -4 -2 0 0 -3

32
우리 세대의 노후 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3 0 +4 0 -2

33
나보다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 노후생활이 바람직하

다.
+4 -3 -1 -1 -2

34
노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에만 초

점을 맞춘 것 같다.
+2 -1 0 -4 -2

유형 1에는 전기 베이비부머 남성 1명 및 여성 2명이 속한다. 유형 1

의 설명력은 16%를 차지한다. 유형 2 응답자는 남성 2명, 여성 1명이고

설명력은 12%를 차지한다. 유형 3은 남성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의

설명력을 가진다. 유형 4에는 남성 1명, 여성 1명이 속하고 설명력은 6%

였다. 유형 5 응답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인 61세의 남성 2명이고, 설

명력은 13%를 차지하였다. 총 5개의 유형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54%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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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인가 Q 진술문

+4

23.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34. 나보다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 노후생활이 바람직하다.

+3

2.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이다.
7.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나 친구모임 등의 사회활동을 

자주 해야 한다.
31.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여가시간을 풍

부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3

22.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

게 지급해야 한다.

27.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노후준비책이다. 

33. 우리 세대의 노후 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4

21.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준

이다.

32. 노후를 생각하면 돈 나올 곳이 없어 막막하다.

<표 12> 요인1의 주요 진술문

제2절 결과 해석

1. 요인 1: 사회활동 중시형

요인 1의 응답자들은 ‘사회활동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유형의 응

답자들은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

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술문 23번과 “나보다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 노후

생활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34번에 +4를 부여하고 있으며 +3를 부여

한 진술문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및 친구모임 등의 사회

활동을 자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가정 밖에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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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다. 동시에 평생교육에 대

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따라

서 요인 1은 사회적 노후준비 전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

다.

한편 현재 경제적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수요가 낮게 나타났다.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준이다”는 진

술문 21에는 –4를 부여하였고 “우리 세대의 노후 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진술문 33번에는 –3을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관

련 제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현재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나의 재취업이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3을 부여하여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요인 1은 경제활동에는

큰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

면 모두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나

타났다. 결혼을 한 자녀들이 2명 이상인 두 명의 응답자는 일을 하지 않

고 손자녀 육아에 뜻이 있었으며 사회활동을 하며 여가생활을 즐기려고

하였다. 한 응답자의 경우 결혼한 자녀는 없지만 지난 한 달 간 여가시

간에 이웃 및 친구와 교류를 많이 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아 사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매우 높은 성향을 가졌다.

요약하면 요인 1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노후준비 측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데 반해 경제적 영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욕구는 현저히 낮

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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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인
가

Q 진술문

+4

1.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기보다 은퇴 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이다.

+3

4.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후의 

재취업이 필요하다.
12. 정부는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후설

계 서비스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1.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준

이다.

-3 28.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4

22.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27.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노후준비책이다. 

<표 13> 요인2의 주요 진술문

2. 요인 2: 일자리 중시형

요인 2의 응답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중시형’으로 불릴 수 있다. 이들

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

다. 진술문 1번인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기보다 은퇴 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가장 높은 요인가 +4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으

로 진술문 4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

용한 노후의 재취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술문 21번인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준이다”에 +3을 부여

하여 일자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요인 2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경제적 지원 중 일자리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특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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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연장보다는 재취업을 더 선호한다. 특히 재취업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후의 재취업이 필

요하다”는 진술문 4번에 +3을 부여하였다. 정년연장보다는 재취업을 선

호하는 이유로는 정년연장은 시행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

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년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요인 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총 3명으로, 이들의 특징은 노후 준비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거나, 노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가장 추구하는 한 응답

자의 경우 노후 직업을 준비 중이었다. 이는 노후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

구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나머지 두 응답자들은 노후준비에 만

족스러워하지 않고 노후 직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준이다”라는 진술문

21번에 +3을 부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

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의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또

한 세 명의 응답자들의 자녀가 모두 미혼 상태인 점에서 비록 주관적인

가계형편 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더라도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경제적인 측면에 더욱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 측면 중에서 연금을 통한 소득지원 제도에 대

한 정책수요는 그리 높지 않았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진술문 22번에 –4를 부여함

으로써 소득지원에 대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 실제 심층면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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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형의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연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요인 2의 응답자들의 주관적 가계형편은

보통 이상인 점에서 미루어보아 정부의 노인복지 확대를 원하면서 자신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노후준비책이다”

라는 진술문 27번이 –4 요인가에 분류되었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본인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이거나 공무원연금 대상자이면서 배우자가 국

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보전의 경우 민간영역이

아닌 정부가 연금제도를 통해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셋째, 요인 2의 정부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수요는 높은 편이며 복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노후설계 서비스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

다”는 진술문 12번에 +3을 부여하였다. 즉, 요인 2 응답자들은 정부가 앞

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 진

술문에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였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노후준비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체적 노후준비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다. 진술문 2번인 “노

후에 의료비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

준비이다”에 +4를 부여한 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그 외에 신

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다른 진술문들에는 높은 요인가를 부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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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인가 Q 진술문

+4
30. 노후의 소득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33. 우리 세대의 노후 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3

2.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이다.

17. 은퇴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27.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노후준비책이다. 

-3
10.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더 힘들 것 같다.

11.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 수

<표 14> 요인3의 주요 진술문

다. 실제 세 명의 응답자들의 지난 한 달간 신체적 노후준비 활동을 보

면 적절한 휴식이 주를 이루었고, 그 중 한 응답자는 운동을 하지만 운

동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건강 증진에 있다기보다는, 배우자와의 휴식

내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의 일환으로 배우자와 함께 가벼운 운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노후준비 측면에서도 다소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

다. 사회적 노후준비에 관한 진술문은 주요 진술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한달 간 여가시간을 가족과의 함께 보냈고 사교활동을 하였

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노후준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이 높다.

본 유형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이들은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정부는 소득보

전보다는 일자리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요인 3: 경제적 지원 중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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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낮추는 게 낫다.
21.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

준이다.

-4

9. 여가시설(경로당 등)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15.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느니 연금을 아껴 뜻밖의 건

강이상에 준비하는 것이 낫다.

요인 3에 속하는 응답자는 1명으로 ‘경제적 지원 중시형’이다. 본 유형

은 국가에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

장 높다. 높은 요인가를 갖고 있는 주요 진술문들은 대부분 경제적 노후

준비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노후

생활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주관적인 가계형편을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현재 노후준비를 하

는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특성이 이러한 인식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높은 요인가를 부여한 진술문 30번인 “노후의 소득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와 “우리 세대의 노후 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가장 우선되

어야 한다”는 진술문 33번 모두 경제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경제적인 지

원에는 소득지원과 일자리지원 정책의 두 갈래가 존재하는데, 두 종류

모두 동시에 원하는 것은 응답자의 가계형편이 어려운 상태가 반영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더 힘

들 것 같다”는 진술문 10번은 –3에 분류한 것을 보면 외로움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우선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지원 제도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인 3은 은

퇴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 즉,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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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여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

리사업 등과 같은 일자리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유형이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유형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요인 1, 2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진술문 2번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이다”에 +3을 부여하였고, “민간의료보험

에 추가로 가입하느니 연금을 아껴 뜻밖의 건강이상에 준비하는 것이 낫

다”는 진술문 15에는 –4를 부여하여 강하게 부정하였다. 건강에 대한 관

심이 높기 때문에 연금을 아껴서 의료비를 마련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추

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가 지난 한 달간 정기적

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노후준비를 해 왔다고 대답한 점도 같은 맥락이

다.

그러나 사회적 노후준비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다. “여가시설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진술문 9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

술문으로 선택하였다. 실제로 응답자가 지난 한달 간 여가시간에 한 활

동으로는 가족과 함께 보냈거나 수면 및 휴식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사

회활동이나 교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사회활동보다

는 경제활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요인

3은 사회활동을 중시하는 요인 1과 부(-)의 상관계수를 가진다.

요약하면 요인 3은 경제적 영역에 대한 정책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

는 유형으로, 일자리지원 제도와 소득지원 제도 모두를 원하고 있다. 창

업이나 재취업과 같이 본인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정

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정책의 혜택에 대한 수요가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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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인가

Q 진술문

+4

2.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

일 큰 노후준비이다.
19. 정년연장 제도는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7.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나 친구모임 등의 사회활동

을 자주 해야 한다.
9. 여가시설(경로당 등)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13.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6. 정년연장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
10.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더 힘들 것 같다. 
28.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다. 

-4

25. 노인복지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되

므로 현재 노인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5. 노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

<표 15> 요인 4의 주요 진술문

는 정년연장,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일자리지원 제도와 함께 기초연금

등의 소득지원 제도를 모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는 건강

에 대한 관심이 높아 비교적 적극적인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건정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요인 4: 사회활동 중시하는 자기주도적 공동체주의형

요인 4에 속하는 응답자는 2명으로, ‘사회활동 중시하는 자기주도적 공

동체주의형’이다. 본 유형은 다른 요인들과 가장 비교되는 특징으로 사적

연금을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P 샘플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보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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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에만 가입하였거나 부동산 및 증권으로만 노

후준비를 하고 있다. 즉, 정부에 의존성이 매우 낮은 형태의 노후준비 방

식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노후준비에 힘쓰며, 공동체주의적인 생각의 틀에서 사회 전체가 자신의

세대의 노후생활 지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비용을 청년 세대 등 다른 세대에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4는 정부의 지원 및 복지 제공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인만을 고려하지 않고 전(全) 사회적

차원에서 고령자 대상의 복지제공이 국가적 부담이 된다면 축소를 각오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 중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사적연금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본 유형의 뚜렷한 특징이기도 한데, 사적연금에 대

한 진술문들에 높은 값의 요인가를 부여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

술문 13번인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는 +4를 부여하였다. 사적연금이 국민연

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다른 요인들과

상당히 준비되는 특징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 중 일자리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정년연장 제도에

매우 회의적이다. 진술문 19번인 “정년연장 제도는 청년고용문제를 심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에 요인가 +4를 부여하여

정년연장 제도는 청년고용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년연장 제도

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는 진술문 6에

–3를 부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인 4는 정년연장 제도가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한다는 점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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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한편으로는 자기주도적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점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응답자 모두 노후 직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학력의 수

준이 높은 전문직인 점에서 재취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쨰, 사회적 노후준비 측면에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

은 편이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나 친구모임 등의 사회활

동을 자주 해야 한다”는 진술문 7과 “여가시설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에 +3을 부여

하였다. 즉, 가족들과의 유대에서 나아가 노후에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활

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

로움의 문제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진술문 10번에는 –3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해석해 보면 응답자는 지난 한 달 내 여가시간에 이웃 및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사회활동을 하였고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외로움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노인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축소를 지향하는 입장이다. 본 유형의

응답자는 진술문 25인 “노인복지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

게 부담이 되므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에 –4를 부여하였다.

이를 해석해 보면 국가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복지수준에서 축소해도 무방하다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

다. 앞서 말했듯이 정년연장은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

매우 동의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활동 문제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청년

실업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대문제를 고려하는 공동체주의자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요인 4는 자신이 사회를 위해 직접 참여·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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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은 집단이다. 또한 자신의 안

위보다 세대문제 등의 공동체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클럽이나 실버인재

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인 5: 의료복지 중시형

Q 
요인가 Q 진술문

+4

1.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기보다 은퇴 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나 친구모임 등의 사회활동을 

자주 해야 한다.

+3

3. 정년연장보다는 은퇴 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5.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는 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8. 국가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노후

준비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26. 현재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나의 재취업이나 노후준비

에 도움이 될 것이다.

27.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노후준비책이다. 

32. 노후를 생각하면 돈 나올 곳이 없어 막막하다. 

-4

21. 은퇴 후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종, 환경보다 보

수수준이다.
28.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

는다. 

<표 16> 요인5의 주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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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5는 ‘의료복지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국가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노후준비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

다”는 진술문 8번에 +3을 부여함으로써 강하게 동의하였다. 따라서 복지

의 확대를 기본적으로 원하는 입장이면서 특히 의료복지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유형이다.

본 요인은 다섯 가지 요인들 중 본 요인이 신체적 노후대비에 가장 적

극적인 특징을 가진다. 진술문 5번“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는 건강의 중

요성에 비해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것 같다”에 +3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복

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섯 요인 중 유일하게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추가적인 의료보험상품 가입을 통한 적극적인 신체적 노후준

비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였

고 체중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건

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하였는데, 실제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베

이비부머들이 노후의료비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조혜

진, 2012)와 일치한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 측면 중 일자리지원에 관해서는 정부가 제공하

는 일자리의 혜택보다 스스로 재취업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현

재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나의 재취업이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진술문 26번에는 –3의 요인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정부의 일

자리 지원제도를 바라지 않거나 부정적이다. “정년연장보다는 은퇴 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진술문 3번은 +3에 분류한 점에서 스스

로 재취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낀다.

셋째, 사회적 노후준비 영역에는 사회활동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

나 실제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노후에 자원봉사나 친구모임 등의

사회활동을 자주 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했지만 요인 5의 응답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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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지난 한달 이내에 여가시간에 이웃 및 친구와의 사교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종교활동 및 휴식만을 취하였다. 종교활동을 하는 사

람일수록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결과(김백

수·이정화, 2009)와 일치한다. 사회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일을 하느라 사회활

동에 참여해 볼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우리나라 중장년층

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이소정,

2009). 자금부족, 시간부족,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등의 이유들이 존재

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요인 2와 요인 5는 상관계수가 0.54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극단값 요인가 +4, –3과 –4를 부여한 진술문들이 유사한 결과이다. 공통

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인 데 동의하고 정부

가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그러나 요인2와 비교했을 때 요인 5의 특징은 적극적인 신체적 노

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높다. 요인 2가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라는 데에 강하게 동의한 데

반해 요인 5는 소극적인 신체적 노후준비에 그친다. 한편 본 요인의 의

료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민간의료보험을 지지하는 행태는 보다 적극

적인 신체적 노후준비에 속한다.

요약하면 요인 5는 전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정부의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특히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

는 노년기에 의료비 수가를 낮추거나 공적보험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보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제로 사회활

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과 같은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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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신체·경제·사회적 측면

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강하게

동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본 요인의 응답자에게는 의료복지를 우선적

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쉽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

원에서 노인클럽 등을 통한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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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각 유형 별 분석 종합

본 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설문하고, 이들의 인식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총 5가지의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 정서적 노후

준비에 대하여 각 요인들마다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노후준비 측면이 다

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는 <표 18>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요인 1은 사회활동을 중시하였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보다는 사회활동을 중시하여 노후생활을 자신이 하고 싶은 사회활동

이나 취미생활을 하며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는 응답자들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정부에 바라는 복지수요의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한편

요인 2는 일자리를 중시하는 편으로, 건강관리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

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아직 본인이 더 일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

각하며 재취업을 통한 노후준비를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요인 3은 경제적 지원을 중시하면서도 요인 2와는 달리

소득지원 정책을 매우 원하면서도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제 정책은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어 요인 2와는 다소 차별되는 지점이

있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축에 속하여 노후생활

비용에 대한 염려가 높은 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요인

4는 유일하게 사적연금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서, 실제 사적연금 가입

자인 점에서 다른 요인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기

본적인 입장은 자기 주도적으로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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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대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

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요인 4 응답자들은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노년

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를 늘리기보다는 청년 세대 등에

투자를 늘리는 등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기본

적으로 복지의 확대를 원하면서도 특히 의료복지를 중시하였다. 이들은

보험가입 등을 통해서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정부에 대한 복지수요가 가장 높은 유형은 요인 3인 데

반해 가장 낮은 정도의 복지수요를 가진 집단은 요인 4로 나타났다. 요

인 3은 노후준비에 대한 정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

년층에게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요인 4는 이와는 정 반

대로 정부에 바라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

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섯 가지 유형은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부분으

로, 노후준비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진행한 연구이면서 동시

에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이 어떠한 부분

을 더욱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에 바라는 통합적인 복지

수요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복지수요가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이

속한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인 3인 경제적 지원 중시

형에 가장 많은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고 제공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일괄적인 복지제공보다는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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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2 3 4 5

유형
사회활동 

중시형

일자리 

중시형

경제적 

지원 

중시형

자기주도적 

사회활동 

중시형

의료복지 

중시형

신체적

 노후

준비

- 건 강 관 리 

통한 소극

적 준비

- 건 강 관 리 

통한 소극

적 준비

-연금 아껴

서 

의료비 지

출, 

  건강관리 

통한 소극

적 준비

- 건 강 관 리 

통한 소극

적 준비

가장 중요

- 보 험 가 입 

통한 적극

적 노후준

비

- 노 인 의 료

복지 확대 

강조

경

제

적 

노

후

준

비

소득

보전

-소득수준 

고려한 기

초연금

-국민연금 

 높은 기대, 

사 적 연 금 

회의적

-소득수준 

고려한 기

초연금

가장 중요

- 소 득 지 원

정책

 가장 필요

-소득수준 

고려한 기

초연금

-사적연금 

 적극찬성

-수요 낮음

-소득보전 

 정책에 

 회의적

일

자리 

지원

-수요 낮음

가장 중요

-아직 본업

에서 활발

히 일할 수 

있다는 입

장

-재취업 믿

음

- 정 년 연 장 

찬성

가장 중요

- 일 자 리 정

책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 높음

-재취업 회

의적

-수요 낮음

-재취업 중

시

- 정 년 연 장

이 

청 년 고 용 

방해

 한다는 입

장

-수요 낮은

편

- 일 자 리 제

공에   회

의적

- 정 년 연 장

보다재취업

에 관심

사회

정서적 

노후준

비

가장 중요

-노후는 여

가 활 동 을 

하며 보내

-수요 낮음

-수요 낮음

- 외 로 움 보

다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

-외로움 달

래기 위해 

활동

-자원봉사, 

친구모임의 

사회활동

<표 17> 요인별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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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
호 Q 진술문 1 2 3 4 5

신체적 2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

준비이다.

+3 +4 +3 +4 +2

노후

생활

28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2 -3 -1 -3 -4

32
노후를 생각하면 돈 나올 곳이 없어 막

막하다.
-4 -2 0 0 -3

<표 18> 공통 인식 진술문

려고 함

- 나 보 다 는 

남을 위한 

삶 추구

-가족, 이웃

과의 유대 

중시

-자원봉사, 

노 인 클 럽 

중시

- 자 기 계 발

의 평생교

육 프로그

램 

우선

-노인클럽, 

자 원 봉 사 

사회참여

전반적 

복지

수요 

정도

低 中 高高 低低 高

<표 18>은 설문 대상자인 P 표본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응답한

진술문들이다. 공통인식 진술문들은 총 4가지로, 앞서 서술한 Q 진술문

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중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신체적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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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측면, 그리고 통합적 정책수요 측면이 반영되었다. 프레임의 네 가

지 측면과 공통 진술문을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응답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신체적 노

후준비 측면인 진술문 2인 “노후에 의료비에 지출이 클 것이므로 건강관

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노후준비이다”였다. 이는 베이비부머들이 자

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이들의 연령

대는 점점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클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는 예비고령자 집단으로

점점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연령대에 있으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신체적 노후준비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이정화, 2009)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에 대해 본 연구의 P 샘플들은 대

체적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진술문 28번에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노후를 생각하면 돈 나올 곳이 없어 막막

하다.”는 진술문 32번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P 샘

플들이 연금 가입자라는 점에서 노후생활에 어느 정도의 생활 유지는 가

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의 취업 및

결혼 문제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박영란

외, 2011)일 뿐 아니라 심층면접에서도 응답자들은 현재 자녀세대들은

워낙 취업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여 생활비가 빠듯할 것이므로 크게 기

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약 28%가



- 75 -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박영란 외, 2011)해서 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노후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

통된 높은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연금

이나 다른 금융상품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제시한 네 가지 공통 진술문을 제외하고 비교적 각 요인 간의 차

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통 인식 진술문들은 각 요인간의 차별성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 -3, -4 요인가를 부여한

그 외의 진술문들이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각 요인들의 유형을 두드

러지게 만든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다섯 가지의 인식 유형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요인 2와 요인 5의 상관관

계가 0.5494로 0.5 이상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모두 상

관계수는 0.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즉, 제시된 공통된 진술문보다 각

요인들에 분포되어 있는 차별된 진술문들의 특성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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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이론적 의의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을 Q 방법

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시각

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일반

적인 현황 제시에 그쳤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노후대

비에 관한 다섯 가지 인식유형을 도출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개인들의 다양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노후준비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노후준비의 복합

적인 측면을 아울렀다.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보면 경제적

인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인 데 반해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

준비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예비고령자 집단인 베이

비부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기존의 노인복지 및 노

후생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전 세대와 비교되는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음도 불구하고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비

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인구집단 특성 상 베이비붐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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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비해서 진행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

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여하고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도출된 유형을 토대로 향후 고령자 집단으로

편입하였을 때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도 개인별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요인 5는 다른 요인들과 비

교했을 때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으며,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였다. 한편 경제적 지원제도를 구성하는 소득지원 정

책과 일자리지원 정책에 대해서 요인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제도가 다르

게 나타나기도 한다. 요인 2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므로 정부의 소득보전

제도보다는 일자리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요인 3의 경우

일자리지원 제도 뿐 아니라 소득보전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은 편이다.

요인 1의 경우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진술문들에 전반적으로 매우 긍

정적인 응답을 하여 사회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개인마다 노후준비에 대하여 선호하는

정책 및 제도가 다르게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유형별 우선순위를 고려

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

다.

그동안 노인복지는 금전제공 혹은 시설확충에 초점을 두었다. 정책설

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식이 반영된다면 다양한 수요별 정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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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인식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갖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 상 한계가 존재한다. 연령, 학력, 사회경제

적 지위, 연금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본을 추출하려고 하였

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균등한 중산층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변수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양적 연구에 상응하는 정교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그

러나 Q 방법론의 특성 및 방법론적 역할은 표본집단의 모수에 대한 특

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표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다. P 표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가 크지 않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인식유형이 도출된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에 대

한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늘리고 보다 다양한 통계적 방법

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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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fferent types of perception for 

Korean baby boomers on elderly life preparation. Korean baby 

boomer generation is ranged from those who were born in 1955 to 

those born in 1963. Among former period of baby boomers, people 

who were born in 1955 started to retire their works at the year of 

2010. Baby boomers are continuously experiencing retirement now. 

  Nevertheless, significant proportion of literatures is proving baby 

boomers have not been preparing for their elderly life for two main 

reasons. One is their parents, and the other is their children. 

Because of these two factors baby boomers were even called 

“sandwich generation”. This term indicates they get burde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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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arents by supporting costs regarding living and medical 

perspectives. Also they have to feed their children especially they 

spend a lot of money on education. They are eager to invest a lot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gardless of which social-economic 

class they belong to. This phenomena derives from Confucianism 

that education is highly important means of success. Furthermore 

more than 90% of baby boomers think they must support money to 

their children’s marriage. Such reasons hinder Korean baby boomers 

from preparing elderly life properly. Therefore the role of 

government becomes more important also their effectiveness gets 

high as well.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necessity to analyze if 

there are some different types of perception on elderly life 

preparation and which group has more demand on senior welfare 

including elderly life preparation among baby boomers.

  Before analyzing P sample, the frame of Q sample consists of 5 

perspectives. The needs in their elderly life, perspectives of elderly 

life preparation including physical, economic, and 

social-psychological, and their comprehensive welfare demand to 

government. Q samples are wholly reflecting literatures regarding 

baby boomers’ characteristics and elderly welfare. P samples are 

taken account of age, pension, and their social-economic pos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5 perception types of Korean 

baby boomers on elderly life preparation. First type is called 

‘emphasis on social perspective of elderly life’. They basically 

wanted to spend their elderly life with friends and neighborhood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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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hobby and personal education via social welfare center 

programs. So their welfare demand is focused on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onetheless the extent of demand 

on government is relatively low among all types. Second type is 

‘emphasis on job support’, which means they still want to work 

eagerly. Even though they have low interest on physical and social 

perspective, their characteristics is known that they want to live by 

working as long as they can. However third type is called ‘emphasis 

on economic support’, which seems a bit similar to second type, 

however indicates very different result compared to second type. 

The welfare demand to government was the highest among all types 

of baby boomers. This may be the result from the characteristics 

that this type person was relatively in poor position. Therefore this 

type implies economic support is very necessary and significant. 

Fourth type is ‘emphasis on social perspective, yet considering 

community’. This type was considering community in terms of social 

cost on senior generation. If there is a difficulty on supporting 

senior generation, they are willing to accept. This connects to their 

very low expectation on government, which can be seen from their 

high belief on private pension. The last type is ‘emphasis on 

medical welfare’, which puts high value on physical perspective of 

elderly life preparation. They were having more consideration on 

medical welfare. Therefore their welfare demand was relatively high 

especially in terms of physical perspective. 

  This study implies there are various types on elder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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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In the previous literatures, 

there was a limitation that those do not cover comprehensive 

perspectives of elderly life preparation, yet this study can 

supplement for that. Also this result indicates government can 

support different extent and types of policy regarding elderly life 

welfare to pre-elderly generation in terms of new welfare paradigm. 

Key words : baby boomer, perception of elderly life preparation, 

             elderly life preparation,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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