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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소위 100세 시대를 살게 되고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 된 오늘날, 시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정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가까운 미래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

리사회 로서는 이러한 노후준비 부족현상이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 해결에 있어 국민 개개인이 아닌 국가적으로 접근하여 관

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환경을

강화하는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공적인 노후 삶의 주요 영역인“재무, 건강, 대인

관계,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법령, 제도, 전달체계, 방송을 매개로 한 독립변수

를 설정하고 응답자의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가구형태, 기혼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10명으로부

터 심층 인터뷰를 부가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 은평구, 경기 고양시 소재 탁구장과 교

회에서는 대면으로, 직장동료와 서울대 인생대학 동창 등 지인과는 sns를 통

하여 실시하였고, 이중 적합하게 회신된 258건의 자료를 통해 기초통계량분석, 신

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71.1%

는 노후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하로 응답했고, 은퇴후 부부기준 월평

균 적정 생활비는 297만원, 노후준비의 책임주체로 본인 및 가족에 우선하여

국가의 역할을 지목했으며, 희망하는 노후설계 상담분야로는 건강지원 프로그

램, 금전지원, 여가 등을 그 우선순위로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노후관련 법령·제도·전달체계 등 노후준비 지원환경과 노후준

비 정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등, 7개의 연구가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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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귀결과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지지 되었으나 심층 인터뷰 내용을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는 법령·제도의 정비이다. 둘째, 신설법안

노후준비 지원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 되도록 건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 책임 관청인 보건복지부, 수행주체인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주된 서비

스 연계기관인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등 각각의 전달체계에서 그 서

비스의 중첩이나 누락 없이 역할분담과 그 운영이 매끄럽게 잘 되어야

한다. 셋째,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꾸준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넷째,

TV를 필두로 하는 방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먼저 재무, 건강, 관계,

여가를 내용적으로 골고루 아우르는 컨텐츠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특히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노후준비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성·충분성을 담보

하도록 송출 빈도를 높임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학계 에서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감으로써 에코 세대를 포

함한 많은 시민들이 균형 잡힌 정보에 입각하여 건강한 판단과 나아가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노후준비에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한 축이 되는 회사도 구성원의 은퇴 후 삶을 두텁게 보장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주요어 : 제3기인생, life-span, 노후설계, 노후지원, 환경적요인, 노후준비도

학 번 : 2015-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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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문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1)로 여

러가지 사회문제에 봉착하고 있다(<표1-1> 참조). 많은 것들이 달라진 지금

우리사회는 더 이상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당연히 부양하는’ 노인공경 사

상이 미덕인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수가 축복이었던 과거의 개념은

사라졌으며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까지 표현하는 데 무

리가 없을 것 같다.

대다수의 가구를 들여다볼 때,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에 임박한 부모

세대들은 대부분 전후 세대로서 전쟁피해 복구, 산업화, 현대화와 특히

자녀세대에 대한 지나친 교육비 부담 등을 감내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왔는데 부지불식

간에 “핵가족화” 및 “낀세대2)”라는 용어로 연상 되는, 가족부양 기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건강약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혹은 지체현상)으로 힘겨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전길양 외, 2000).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단절, 역할상실 등을 경험

하면서 노년기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허정무, 1994).

이런 까닭에 어려움에 내몰린 은퇴 세대들의 애로점을 덜어주고 잠재

적 욕구(needs)를 충족시키려 할 때 고독, 소외, 질병, 빈곤 등 여러 사

회 문제를 각각의 범주로만 한정하여 단편적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1) UN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 20%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
(super-aged society)라고 분류한다

2) 부모세대를 마지막으로 부양했으나 자녀세대로부터는 처음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부양

의식에 관한 앞뒤로 끼어버린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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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요인과 맥락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안정을

원하는 생리적 욕구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동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시민들이 겪게 될 고독, 소외, 질병,

빈곤 등의 주요 문제들이 이들의 노년기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

한 노후준비에 관한 것들은 단기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지 못하는 특

성을 감안해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노후준비에

관한 시민들 스스로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에 관한 유효성 높

은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토대 또는 환경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 1-1]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현황 비교

*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재인용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현실은

이들 은퇴 세대들(부모 세대들)이 전후 복구, 국가재건 및 새마을 운동

등의 용어로 설명이 가능 하듯이 앞만 보고 달려왔고 또 잠깐 주어졌던

자신들을 위한 조금의 여유조차 본인의 노후준비 보다는 교육 등 자녀중

심의 지출을 지나칠 정도로 부담한 끝에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 삶을 보

내기 위한 적기의 그리고 충분한 노후설계에 소홀 한 것이 실정이어서

세대갈등, 빈부갈등, 황혼기근 등 안타까운 상황이 빈출되고 있음을 매체

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3)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손대는 게 늦으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년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프랑스

1970

1864

1994

1979

2006

2018

24

115

12

39

이태리

미 국

스웨덴

1927

1942

1887

1988

2015

1972

2006

2036

2014

61

73

85

18

2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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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늦을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속성의 것이며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빌어서 보듯이 국가가 전부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노후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속한 시일내 체계적이고 전방위

적인 사전적 노후준비 지원환경을 형성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토록 시의적절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의 모색과 함께

사후 약방문격 미봉책이 아닌 사전예방적 정책을 담보하며 그 정책의

key가 되는 ‘노후준비 지원의 중요성을 환기’ 시키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현황에 대한 인식,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노

후준비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여 이미 진행형이 되어버린 관련 사회문제

해결에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노후준비에

책임 있는 주체로는 당사자인 시민 개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법, 제도),

사회(미디어), 회사 등 모두가 될 것이다.

[그림 1-1] 노후준비에 책임 있는 주체(actors)

3) 기초수급자 노인비중 30%비중 넘었고, 2040년 3명중 1명이 65세이상 노년 등(2015.11. 6일 중앙일

보), 2015말기준기대수명은 81.7세이지만건강수명은 71세/ 노후준비정도설문조사결과, 보통이하가

72.7%/ 여가분야 조사에서는 단지 TV시청 등 부족한 여가 활동 진단이 73%, 이밖에도 2014연말기준

28.7%로 매년 증가 추세의 황혼 이혼율, 실질적으로 가입이 중단된 사각지대화로 국민연금 수급이 불

안정한그룹이전체가입자의 27%, 낮은퇴직연금가입율(28%), 개인연금 가입율(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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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취지에 기초하여 설정한 연구내용으로 제 1장 서론으로

연구 실시의 배경이 된 연구 문제, 연구 필요성 그리고 연구 목적을 기

술하였고, 제 2장은 이론적 논의 파트로서 선행연구의 검토, 베이비부머

의 특성과 욕구, 신설 노후설계 지원법 개요, 노후준비 현황과 국내외 노

후설계 서비스 제공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 3장은 연구 설계

로서 연구방법과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연구가설과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했으며 제 4장 분석결과 파트에서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제시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밝히고, 설정된 가설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한편 연구의 함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마지막 제 5장 결론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점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생각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life-span이 연장되어 이른바 100세 시대(<표1-2> 참조)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4)은 남자의 경우 77.2세, 여자의 경우 81세로 보고

되고 있으며 출산율5)도 세계 최저를 기록(<표1-3> 참조) 중으로 이런

추세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아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며 노인문제6)-장수문제7)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통계청, 2011
5) 통계청, 2013년 기준 1.07명
6) 65세 이상 고령자 차지비율이 12.2%(약 613만 명)로 2030년 24.3%, 2050년 37.4% 수

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국민연금공단 사이버 연수원 교재, 2016)
7) 미래세대 1명이 노인세대 5명 부양(2020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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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인구 추이

(천명, %)

* 자료 : 통계청, 2005 재인용

[표 1-3] 우리나라 출생아수 추이

(명)

* 자료 : 통계청, 2005 재인용

고령화로 비롯되는 대표적 사회문제로는 노인의료비 증가, 노동시장

의 고령화(취업전선에 미래세대와의 갈등잠재), 노년부양비 증가8),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9),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변화10)(지혜자, 인생의

면류관을 가진 자, 존경받는 자에서 대중교육의 확대, 생산기술의 발전,

도시화 등의 이유로 경쟁력 없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 등이 예상되며 이

러한 변화에는 대체로 긍정과 부정, 양쪽 측면이 공존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의 관계에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 세대가 마주 할 대표적 사회문제로는 노인 빈곤

율11) 증가, 건강악화, 소외, 황혼이혼, 독거, 자살, 생계형 범죄 등으로서

8) 지하철의 경로석과 일반석의 자리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9) ‘빈둥우리’
10) 건강과 재력 등이 준비된 자는 “golden-age, silver-age” 로 표현되며 “gray-market,

elderly-market”의 고객으로 우뚝 서기도 함
11) 65세 이상 인구당 월소득이 중위소득(전체 평균소득의)의 50%미만인 자로 매년 증

가일로(2011년, 60.2% è 2012년, 60.3% è 2013년, 61,3% ; 2015.11.5. 중앙일보)

구분
2000

(고령화)
2010

2018

(고령)
2020

2026

(초고령)
2030

총인구

65세↑

구성비

47,008

3,395

7.2

49,594

5,302

10.9

50,619

7,314

14.4

50,619

7,667

15.7

50,610

10,113

20.0

50,296

11,604

24.1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3 2010 2020 2030 2050

합계

출산율
4.53 2.83 1.59 1.47 1.19 1.21 1.24 1.2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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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파장이 깊고 넓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며

대표적 노인 정책인 기초연금액의 상향요구 등이 예상 되는데,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조달논쟁으로 보듯이 사회보장제도(정책) 운영에 있어 재

원조달 문제는 소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으로서 앞으로도 더더

욱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여타 사회복지

지출의 동반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유럽의 몇몇 국가가 이미 경험한 국가

부도 사태 결과가 장차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타산지석의 지극

히 보수적 차원의 경계심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천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되는 가계

부채이다. 이 문제는 아래 글에서 증언하는 연금제도가 만들어 내는 세

대 간 갈등과 채무의 개념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는 분명 시민들의 성공

적 노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직시하고 싶지 않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난제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노년층에 인질로 사로잡혀 있다. 이제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여 노년층은 자녀들에게 외상을 지고 살게 됐

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연령에 접어들며 사상 전례 없는 상황,

즉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외상을 지고 살게 된 것이다. 다음 세

대에게 부채와 채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베이비부

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부도 낸 할아버지가 됐다“12).

오늘날 젊은 세대의 실업률13)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고착화 되

고 있어 부모세대, 자녀세대 공히 평생직장 개념은 옅어지고 조기은퇴 ·

임금피크 ·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친숙한 불확실의 시대14)를 살게 되었

다. 그리하여 현세대(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노후설계 준비를 위한 투

자는 차치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이미 성장한 자녀의 더 길어진 소득활동

준비 기간을 벌충하느라고 막상 본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골든타임15)을

12) 베르나르 슈피츠, 2009『Le papy-krach』;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 재인용(2015.5.7.)
13) 통계청, 2013년말 기준 11%
14)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 정년은 도둑),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적중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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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조사(2012)에서 사회

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네 가지 측면이 조사

되었는데 평균 55.2점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권중돈, 2004). 인

구의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 비용의 증가로 이어

져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천조원을 넘어서고,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본격화 되고 있고, 평균수명은 가파르게

연장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

인을 찾는 연구의 노력은 충분히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약 745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1953~1965년 출

생)의 은퇴시기가 본격화 되고 성공적인 노후 삶 영위를 위해 노후준비

(또는 설계)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기업, 보험업계, 금융업

계를 중심으로 은퇴 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

고 있다.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 상담16)은 기본이 되는 소득보장

을 포함하여 대인관계, 건강, 여가를 망라하여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준비되어야 하지만 이들 금융사(또는 보험사) 중심의 노후준비 상품은

주로 소득보장에만 치중하고 있을뿐더러 이러한 상담조차도 재정 여력이

되는 일부 극소수 계층만을 위한 서비스에 국한17)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 공적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다

양한 민간서비스를 조화롭게 연계하는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지원환경이

15)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으므로 “은퇴 후 여가활동을 즐기며 고즈넉한 자기(부부)만

의 여유를 가져야 하나 실상은 주택규모를 줄이고 저축·연금을 해약하고 나아가 비용이

적게 드는 지방으로 생활근거지까지 옮기는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한번 한번의 기회

가 놓치면 안되는 골든타임과 같다
16) csa(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 대인관계, 건강, 여가, 소득보장 등 4개 주요
영역에서의 균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국민연금공단)

17) “반퇴상품 묻자 1억 없으면 55~63년생은 들 게 없다”, “정 원한다면 중위험·중수익 원론적

인 답변만 하고 끝나”, “7, 8년차 직장인이라 말하자 투자 이유도 성향도 안 묻고 상담 금융사

4곳 모두 우리 상품 사세요”, 홈쇼핑처럼 투자상품 고르는 미국의 Robo-advisor(자산관리 자

동화 서비스)필요(온라인 기법 상담으로 수수료 낮춰 고액 자산가 위주에서 탈피 등 이상

2015.12.8.일자 중앙일보 관련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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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조성되고 안정적으로 공급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노후연금, 노후 재무 설계 등

을 강조하여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박창제, 2011; 송창국, 2008)

과 생활만족과의 영향 등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여(focused) 이

루어졌다.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에 부가하여 성공적인 노후 삶에서 본질

적이고 실재적(practical)인 분야가 되는 “재무・건강・관계・여가”를 골

고루 아우르는 균형 잡히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정도를 상승 시키고 또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전달체계, 방송 등 주된 환경

적 요인을 찾고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의 노후준비 정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의 관련 정책 매커니즘을 강화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봄, 국가적으로 핫 이슈가 되었던『공무원연금 제도개혁』사

례에서 보듯이 어떤 좋은 제도도 지속가능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나

그 간의 공적연금 제도개혁 과정에서 보듯이 재원을 벌충하는 群인 젊은

세대(가입자)는 줄고 재원을 소비하는 群인 늙은 세대(연금수급자)가 늘

어 부득이 재원문제로 인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갈등을 이미 경험하였

고, 그 양상이 더 악화 되고 첨예화 되는 것이 예상되므로 본 연구의 주

제는 고령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갑남을녀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것은 “성공적

인 노후 삶을 위한 상담”(csa; 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의 포인

트는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필수영역에 대하여 골고루 균형 잡

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없으

므로 평생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법적으로는 노후준비에

관한 방송 송출빈도를 높이고 그 컨텐츠의 균형성·다양성을 보완 또는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든든한 정책(법, 제도, 예산, 전달체계 등)이 기반

이 되어 체계적인 노후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때마침 노후준비 지원법이(법률 제13365호, 2015. 12. 23. 시행)우리

사회에 새로이 선을 보이고 있다. 백세시대 시민들의 성공적인 노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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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꾸리는 데 연관된 연구와 토론들이 앞서며 뒤서며 선순환이 되어 전

체 세대를 하나로 묶고 소득계층간 융화를 이루는 정책들의 탄생이 이어

져서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 목적

사회·인구학적으로 확연해진 본류(main stream)의 하나가 되어버린

고령화 현상에 착안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

행연구자의 관점에 부가해서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이 빚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의 발생원인 분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

케 할 수 있는 실질적(practical)이면서도 사전 예방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노후설계 서비스제공 실태(현주소)를 고발

하고, 국내외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환기 ·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

라 노후준비 지원 실태가 법적 ·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알리

고 특히 신설법안 노후준비지원법(법률 제13365호, 2015. 6. 22. 제정,

2015. 12. 23. 시행)의 주요골자를 소개함으로써 이 법안과 제도가 사회

에 건강하게 연착륙 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표삼아 이 연구를 진행 하

였다.

2008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도18)에서는 여러 구조화된 관련 설문항목을 통하여 국민의 성공적

인 노후 준비정도 측정을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영역으로 범주화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논문과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노후설계”19)에서 구체화된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노후준비도(종

속변수)로 규정하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

18) 본연구 에서의 종속변수, 즉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영위할 때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는 4개의 major분야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와 같음
19) “노후설계”란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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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련 법령, 제도, 전달체계 및 동 주제 방송 빈도, 컨텐츠의 균형성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된 변수를 분석틀에 대입하여 연구함으로써

유의미하게 얻어질 연구결과, 또는 본 연구가 가질 가치(value)인 시민들

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욕구(needs)에 대한 책임 있는 actors(국가, 사회,

기업, 개인)에게 그 역할을 매칭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조직

에게는 법률과 제도,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설정 또는 형성케 하고

그리고 민간조직에게는 공조직이 놓치는 또는 공조직에 비하여 강점을

갖는 민간 고유의 서비스 연계를 확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특

히 방송기능(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빈도, 컨텐츠의 다양

성, 균형성)을 통해 노후준비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노후준비 지

원을 위한 신설법안이 이 사회에 연착륙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앞만 보

고 자신을 희생하며 달려온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의 후손 에코세대를 포

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그 과실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또한 이 연구목적의 자그마한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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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선행연구의 검토

본 장에서는 시민들의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공적 노후,

생애설계, 성공적인 제3기 인생설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보편적 노

후설계 서비스와 전달체계 · 재원, 균형적 노후설계 서비스, 언론매체의

역할 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노후설계와 직결된 이론이나 가설은 없고 Laslerr(1989), Sadler(200

0)20)의 제3기 인생(the third age theory)에 대한 이론에서 노후설계를

유추한다는 연구(지은정, 2013)도 있었으나 본 주제와 관련된 이론은 대

체로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 이론에서는 교육-학습-활동-일-여가-은퇴 등 일련의 생애사

건들의 인생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다는 이른바 연령 분할적

인 관점의 인생론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 반하여 현대적 이론은 평균수명

의 연장 등으로 각 인생과정의 사건(또는 활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인생의 어느 한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연령 통합

적인 관점으로 구분 하는 것이다(김창식, 2015).

현대적 이론을 내용적으로 세분화 해보면 제3기 인생론, 생산적 노

후, 전생애 발달, 개인의 전략적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수명

연장으로 확보된 시간을 단지 조용히 그리고 적당히 안주하면서 삶을 살

아간다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차세대

와 국가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연마해

온 직업적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산이 되도록

노력하고(예; 프로보노 활동) 은퇴 훈련을 시키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20) 5D(쇠퇴, 질병, 의존, 우울, 노망)과 5R(갱신, 갱생, 쇄신, 위기회복, 회춘)을 제시하여

제3기 인생론의 개념을 전개하였다(국민연금공단 사이버연수원 교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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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은퇴인력을 직업적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

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국민연금공단 사이버연수원 교재 재인용,

2015).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개 세 가지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로 구성되며(김기태 2004, 김인숙 2004, 김혜

진 2004) 그 밖에도 여가준비, 생활대책, 취업대책 등(전진우, 2002)이 포

함되기도 한다.

‘노후 준비’ 와 ‘성공적 노후’ 라는 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

인”이란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에 관한 일반적 정

의들을 살펴보면 산업화, 도시화 시기에서는 노인을 만성적 질병이 보편

적으로 발생 하는 군으로, 활동이 제한되어져 생물학적으로 상실로 접어

드는 군으로 정의하기도 한다21). 전통적 개념으로 접근하였을 때 우리나

라와 같은 비서구 사회에서는 지혜자, 존경의 대상, 효의 대상(물론 ‘고

려장’으로 표현된 정반대의 입장에 처해지기도 했지만)이 된 것에 반하

여 서구사회에서는 노인을 겁쟁이, 이기적, 소심함, 유머감각 없음, 혐오

스런 존재(aristotle)와 두 번째 어린 시기, 망각의 상태, 모든 것을 볼 수

도 맛 볼 수도 없는 인물(shakespeare)로 까지 분류하기도 했다. 대체로

은둔자(recluse), 구식의(ancient), 잔소리 심하고 인색한(shrew/

curmudgeon) 등 부정적 의미에서 특히 오늘날엔 다양한 경험과 기술,

지혜, 평화로움, 원숙미를 가진 자로 나아가서 부유한 노인을 지칭하는

우피족(well-off older people)22)등으로 폭넓게 지칭되는 데 문화와 사회

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강인, 국민연금 csa상담사과정

Ⅰ,p123).

“노화(aging)는 성장(growth) 또는 성숙(maturation)과 반대되는 개념

이다. 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

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상 변화로서 주된 퇴행적

21) 생체의 자체통합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

응 할 수 있는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1951, 제2차 국제노년학회)
22)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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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의미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노인에 관한 이론 발달과정으로는

Bengtson(1960)의 거시적(현대화이론·정치경제학적), 중간수준(분리이론·

활동이론·연령계층화이론·생애과정), 미시적 수준(역할이론·발달이론·교

환이론), Hendricks(1992)의 변증법적 순서에 입각한 정-반-합 “발달과

정”23) 등의 이론이 있으며 전반적인 이론전개의 트렌드는 연령 분절로부

터 연령 통합을 강조하고 분리된 경로로부터 상호적인 경로를 강조한다.

노인의 성공적 삶의 한가운데에는 부부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

한 여러 논문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부부의 삶은 가

구구조와 역할 그리고 노인기 발달에 따른 욕구에 대해 유연성을 가질

때 성공한다(변화순, 2001). 노년기 부부 만족도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

록 현저히 감소한다(박미령, 1987 ; 이효재, 1984 ; Blood & Wolfe,

1960), 노년기 부부 만족도는 신혼 초기처럼 다시 높아진다(U자형). 노인

부부의 사랑이론(친밀감, 열정, 헌신, 사랑의 삼각형 이론; Stenberg,

1988)은 부부에 있어 “열정과 성적 친밀감”은 성인 초기에 중요하고, 애

정, 충성심은 성인 후기에 더 중요하고, 노년기에는 특히 정서적 안정감

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Hatfield, Traupman & Sprecher(1984) 는 “오

랜 결혼 관계에서 열정적 사랑이 급속히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정의하

고 있다.

생애(生涯)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살아있는 한평생의 시

간을 말하며 삶, 경력, 평생이라고 말한다. 생애라는 개념은 개인의 평생

을 통해 전개되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과정을 드러내며 여기에는

종적인 계속성뿐만 아니라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횡적인

포괄성도 포함된다(김안나, 2008)

인간의 노화라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며, 한 개인이

사회구조 속에서 상호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인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후설계(생애설계)는 개인의 변화와 바뀜

의 연속인 삶의 과정에 대한 구체화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조화가 시도되

23) 제1세대(사회구조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둔다), 제2세대(개인보다는 사회구조 에 초점

을 둔다), 제3세대(개인의 경험과 사회구조를 연결하여 노인문제를 설명하는 생애과정

접근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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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균형과 유지가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생애

설계(노후설계)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돕거나 스스로 준비하

는 총체적인 작업으로 인생의 한 시점에서 과거 자신이 살아온 삶과 자

신이 보내야 할 미래의 삶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설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거린 자기

인식의 기회가 되어 자신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와 계획을 실행함으

로써 생활에 적극성을 부여하고 작은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의 삶

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최보아, 2003).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

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겠지만 전 생애에 걸친 꾸준

한 건강관리, 여가관리, 대인관계 관리, 노후 주거계획, 그리고 일자리 및

경제적 관리 등이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에는 사회화의 기회와 여건이 부족하여 사회에 통합되어 유능

한 참여자로 남아 있기에 어려움이 많다. 성인기 이후의 사회화는 자발

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면이 강하여 개인적인 특별한 노력 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어려움으로 노년까지의 사회화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다, 노년기에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역할이 일

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알아서 미리 준

비하는 예비적 사회화가 어려워지고 노령기로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다.(신경화, 2011)

이소정 등(2008)은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

성“에서 재원 및 교육비용을 포함하여 교육내용 등 제3기 인생준비의 컨

텐츠 마련(개발)과 제도적 기반조성을 강조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설계 전문가 양성화 표준화, 허브(Hub)기구 설립 등을 강조했고 제3기

인생준비의 법적 문화적 기반 조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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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 자료 : 이소정 외, 2008 재인용

외국 연구자들이 본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Erikson(1984)은 자아

통합, 심리적 평안으로 Ryff(1989)는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

율성, 환경의 통제력, 삶의 목표, 개인의 성장으로 Baltes와

Baltes(1993)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

성과 생산성, 통제감, 생활만족도(SOC모델)로, Vaillant(1993)는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적응을 Fisher(1995)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목표의식,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자율성, 생산성을 Freud와 Baltes(1998)는 주관

적 안녕감, 긍정적인 감정, 외로움이 없는 것을 Fisher와 Specht(1999)

는 목표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 자율성, 건강

등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국내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발달, 사회적인 관계, 신체적

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홍현방, 2001)을 대접 받는 삶, 행복한 삶, 평안

한 삶, 독립적인 삶, 경제적 자립, 만족한 삶, 의지하고 싶은 마음, 봉사

하는 삶, 뼈대 있는 가문, 행복한 끝맺음(김은숙·김귀분, 2002)을 성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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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헌(2002)는 사회적 관계 유지,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함, 경제적

준비, 질병 예방, 가족 간의 관계를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는

부부 복, 자녀 복, 친구 복, 재산 복, 여가 복, 건강 복, 죽음 복, 거처 복,

마음 복 등을 구성요소로 보았다. 그 외에도 안정신·김윤정·강인(2009)의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로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

녕, 자기 효능감을 구성요소로 보았다.(가현수, 2010 재인용). 성공적 노

화에 관한 개념은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에서 제시된 이후 많은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라는 뜻은 노년기의 성공적 적응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신경

화, 2011)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김은선(1983)은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박혜인(1992)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황승일(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정서적 노후준비 정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에

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많은 비중

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수민(2010)은 그의 연구에서 노후의 성공적 삶 영위를 위한 요인들

로 경제적 준비(금융상품 가입, 경제지식 축적), 신체적 준비(건강 자신

감, 건강예방), 관계적 준비(자아관계, 대인관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

기대감, 안정감(적절한 대비, 노후독립성, 기대 여유감) 정도 등을 종속변

수로 분석했으며, 다른 연구논문 에서는 노후준비 의식, 퇴직태도 특성,

사회참여 의향,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특성, 선호 유형 등을 각각 요인

으로 다루었다(주예심, 2013).

우리나라의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하여 OECD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

라가 고령화 속도가 빠름, 소득보장제도의 미발달, 유급근로시간의 짧음,

사회참여율의 낮음, 어려서부터 여행, 자원봉사, 스포츠 활동 등 사회문

화적 자연스러운 체득이 낮음 등의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

적 개입 필요성을 제시하며 노후설계 서비스의 분석틀로서 보편적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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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서비스와 전달체계 · 재원, 균형적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시한 바

있다(지은정, 2013).

노후준비는 학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은선, 1983). 생활수준, 월 소득도 노후

준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박혜인, 1992 ; 김성희, 1996)의 연구 등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과 생활수준, 월소득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로서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를 가진 집단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가 더 잘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배계희, 1988) 현재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

는 정서적인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전, 박혜인,

1992).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황승일, 2000).

또한 김은선(1983)연구에 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촌 거주하는

경우보다 복지정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

으로 연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생활수준, 종교, 가족

형태, 배우자유무, 거주지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신경화, 2011).

언론매체는 시민들이 매체를 장기적으로 접촉함(노출)함으로 해서 사

회 현실에 대한 어떤 관념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cultivation

effect; Severin & Tankard, Jr., 2001/2004), 언론은 사회적 공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더라도 균형된 시각을 위

하여 위하여 치우치지 않게 보도해야 한다(윤성식, 2002). 미디어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Severin &

Tankard, Jr., 2001). 이와 같이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가 사회와 그 구

성원들에게 수행하는 주요기능으로는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기사화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 정보제공 단계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방안들의 옳

고 그름을 구분해 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상관조절 기능

또는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기타 문화, 연예, 레저, 스포츠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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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드럽고 재미있는 기사를 제공하는 등 미디어의 기능24)는 정치, 경

제, 전쟁, 경제발전, 노동, 종교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캠

페인을 벌여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McQuail,

2000).

마지막으로 보편적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 재원, 균형적 노후설계

서비스에 관한 연구(지은정, 2013)와 건강, 수입, 고독 등의 문제들과 함

께 시간사용, 결혼한 자녀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주장 한 연구(배계희, 1988). 가정생활 및 인간생활, 경제생활, 건

강생활, 사회문화생활 및 종교생활, 여가생활 등을 강조한 연구(박인자,

2000) 등이 있었지만 본 연구문제와 보다 밀접성을 가진 관심 선행 연구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2-1>참조)

[표 2-1] 선행 논문 변수 리뷰

24)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과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강나영, 2005), 언론보

도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프레이밍 효과 또는 수용자 스키마(황영경, 2014)

연구자(연도) 제 목 분석틀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하 연구

독립변수)노후관련 태도

⇒(종속변수)노후준비(신체,경

제,정서,여가)

윤상열(2012)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립변수)노후준비도 ⇒

(종속변수)성공적 노후생활

김재중(2007)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연구

(독립변수)생물학적요인, 심리

적, 가족적, 사회문화적요인

⇒ (종속변수) 성공적인 노화

길태영(2012)
베이비붐 세대가 인식하는 성

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독립변수)사회인구학적 특성

⇒ (종속변수)성공적 노화

인식(일상의 안녕, 심리사회

적 안녕, 자기효능감)

이일도(2011)
노후보장을 위한 재정설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독립변수)재정설계 특성(노

후계획유무, 재정설계수단, 전

문가상담유형 등) ⇒ (종속

변수)성공적 노화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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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욕구

베이비붐(baby boom)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시기에 출산이 집중

적으로 늘어 출생아수가 폭등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한다.

전쟁 혹은 극심한 경제 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

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경혜, 2010). 인구 학자들에 의해 흔히 거대한

도마뱀 속 돼지로 표현되어 온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구성상 절

대적 다수 집단으로서 미국사회의 변화와 방향과 속도를 주도해 왔다고

평가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도 발생하는 인구현상이다.

“세대(generation)”는 ‘어떤 연대를 갈라서 나눈 층’, ‘약 30년을 한 구

분으로 하는 연령층’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세대 연구가들

이 주로 사용해온 세대의 의미로는, 첫째, 가족보존 차원에서 부모와 자

식세대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 둘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 출생집단. 셋째, 청소년세대 혹은 대학생 세대처럼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넷째, 전후세대나 419세대와 같

자기성취감, 자기통제)

박주선(2007)
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의식

및 대책연구

(독립변수)인구통계적특성요

인, 사회경제적특성요인, 심리

적특성요인 ⇒ (종속변수)

노후생활 준비의식, 노후생활

대책

임수민(2010)
직장인의 노후생활 준비도 연

구

(독립변수)경제, 신체, 관계

준비 ⇒ (종속변수)기대감,

안정감

주예심(2013)

중년층의 노후준비 의식과 퇴

직태도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독립변수)노후준비 의식 ⇒

(종속변수)퇴직태도, 생활만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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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

다.(신경화, 2011 재구성)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는 6.25전쟁 이후 출산장려정책에 의하여

출생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사람들을 일컬으며 2013년 말 현재 약

745만명25)에 달한다. 이들 세대는 가난을 경험해 본 세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고, 부모봉양에 애쓰는 한편 자녀의 교육열이 높아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본인을 희생한 세대로서 이른 바 낀세대26)가

되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은 노동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저하, 조세부담을 골자로 한 세대갈등, 주택경기 침체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세대는 국가건영과 자녀미래 만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며 앞

만 보고 달려왔는데 산업현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였고 어느날 문득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임금 피크제, 유연 근로제, 오륙도, 삼팔선, 사오

정 등” 평생직장 개념은 없어졌고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져 베이비부머 본인은 은퇴를 종용 당하고 있지만 이미 성장한 자

녀의 연장된 부양을 책임지는 입장이어서(불확실성27)) 은퇴도 할 수 없

는 “사면초가” 입장에 처한 이들 베이비붐 세대에는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동향은 주로 은퇴후 소득확보 영역과 건강

영역에 초점을 맞춰진 경향이 있다. 베이비부머의 소득활동 영역 측정을

위한 다층연금 준비상황을 측정한 결과 무연금인 경우가 전체의 56.7%,

취업자중 45.2%, 비취업자 79.2%가 무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네가지 정도로 제시

할 수 있다(김경호, 2013).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로 인해 조세

부족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와 함께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이 증

25) 통계청, 2103년 장래인구추계
26) sandwich generation; 부모를 응당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며 동시에 자녀들로부터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27) “Gig Economy”; 임시직 경제, 1920년 세계공황 즈음 미국의 재즈공연장에서 그때그

때 주변의 연주자를 구해 단기공연 계약을 맺음에서 연유, 2015.11. 4 중앙일보)



- 21 -

가할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재정 위기를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박창제, 2011). 둘째,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

을 대체할 인력 수가 감소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셋째, 노후준비 자원이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활

동의 중단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기 은퇴를 하면

서 받은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자영업의 생존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정경희, 2010). 이렇게 되면 고용의 불안정성에 따른 빈곤 상태

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계속존재하게 된다. 넷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

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이철선 2009, 정경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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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노후준비 지원법 개요

법안(법률 제13365호, 2015. 6. 22. 제정, 2015. 12. 23. 시행)은 국민

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준

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후설계”란 건

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

인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하

고. “노후설계서비스”란 노후설계에 관한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

관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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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는 첫째,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둘째 노후설계지원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셋째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 주요내용28)

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함(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조사·

연구ㆍ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중앙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후

준비 지원센터로 지정받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

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

기타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

앙 노후설계 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

군․자치구에 지역 노후설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양성 관리, 조사․연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

앙 노후설계 지원센터(중앙센터의 장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

28) 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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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됨)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회복

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역 노후설계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절 국내 노후준비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 제도 구성현황(<표2-2> 참조)와 노후 준비

현황에 대한 조사통계(<표2-3> 참조)는 서울시복지재단(2008) 75.9%, 국

민 노후 보장 패널(2009) 41.4%, 고령자통계(2010) 39%, 사회조사(2010)

80% 등 조사시점, 대상, 내용, 조사자에 따라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다.

[표 2-2]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 구성현황

* 자료 : 김미혜(2010), 세계은행(1994) 재구성

[표 2-3] 국민보장 패널에서 본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구분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자 공무원 등 상위권 빈곤선이하

사적이전 4층

자율운영 3층 개인연금(여행 갈 돈에 비유)

법적운영 2층 퇴직연금(반찬 살 돈에 비유)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쌀 살 돈에 비유)

특수직역
연금

최종안전망
0층

기초연금 (65세이상)

빈곤선이하 국민기초보장

조사문항 응 답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 6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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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김미혜(2010) 재인용

2010년 고령자통계(통계청, 2010)에 의하면 2009년 65세 이상 인구

중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2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적금 28%,

공·사연금 22.9% 순으로 조사 되었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고령자

자녀와 노후동거의향 원치 않음(82%)

자녀와 동거 원치

않는 이유

따로 사는 것이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54%)

노후예상 최저생활비
개인기준 917,600원

부부기준 1,442,500원

노후예상 적정생활비
개인기준 1,330,000원

부부기준 2,075,000원

노후생활준비 여부 준비하고 있음(41.4%)

주된 노후생활비

준비방법(복수응답)

근로활동(38.2%) > 본인 및 배우자 공적연금

(16.1%)

노후준비 충분성 충분하다(49.5%) < 충분치 않다(50.5%)

노후준비 충분치 않은

이유

1)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시급한 지출 때문

(58%)

2)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음

(41%)

원하는 노후 부양자 배우자 > 자녀

노후대책시 가장

중요한 것
경제적 문제(62.7%) > 건강, 의료(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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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의 경우 ‘준비할 능력 없음’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도 39.5%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4명중 3명이 노

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4, 2-5, 2-6, 2-7,

그림2-2> 참조).

[표 2-4] 노후준비 방법(65세 이상인구)

(단위 : %)

* 자료 : 통계청(2007) ‘사회통계조사’ 재인용

[표 2-5] 노인들의 소득원 현황

*자료 : 석재은 외(2007), 재인용

[표 2-6] 노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65세 이상인구)

(단위 : %)

구분
준비하

고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금

예금

적금

부동

산

운용

주식

채권

2005 34.7 22.6 12.9 7.1 5.2 34.4 16.4 0.5

2007 34.7 17.2 14.6 8.2 5.3 34.8 19.1 0.4

2009

경제

적인

어려

움

직업

없음

(불안

정)

소일

거리

없 음

건강

문제

외로

움․

소외

감

가족으

로부터

푸대접

경로

의식

약화

일상

생활

도움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

타

소 득 원 구 성 내 용

근로소득 근로(work) 임대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자산소득 시장(market) 임대소득, 금융이자소득, 저축, 개인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가족(family) 자녀, 친척으로부터의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state)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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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재인용

[그림 2-2] 가족관계 만족도

*자료 ; 통계청(2014), ‘사회통계조사자료’ 재인용

전체

노인
41.4 2 5.7 40.3 4.4 0.2 1.7 0.9 2.5 1

독거

노인
43.6 1.1 3.7 37.9 9.5 0.1 0.7 1.3 1.2 1

첫째, 남편은 부인에 대해 70.6%, 부인은 남편에 대해 59.8%가 만족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은 31.4%로 감소하는 추세

셋째, 부모의 생활비, 「스스로 해결」 절반 넘어 50.2%

넷째, 부모의 노후 생계는「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47.3%로 가장 많고, 다음은「가족」31.7%임

다섯째,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비율은

40.7%(’08) ➡ 36.0%(’10) ➡ 33.2%(’12) ➡ 31.7%(’14)은 계속 하

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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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부모와의 교류 현황

(단위 : %)

구 분 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전화통화 100.0 15.4 44.3 32.1 5.1 3.1

만 남 100.0 5.1 16.7 41.8 34.2 2.2

*자료 ; 통계청(2014), ‘사회통계 조사자료’ 재인용

우리나라의 은퇴상담(노후설계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결과는 공공

부문, 민간부문으로 대별 할 수 있다(<표2-8>참조). 공공부문으로는 서

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노사발전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취업지원센터,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등이 있다. 민간부문으로는 인지어스, 제이엠 커리어, 인텍스루트

코리아, 라이트 매니지먼트 코리아, 티이에스 등이 있다.

[표 2-8] 노후설계 민・관 네트워크구성 등 노후설계서비스 지원강화

국민연금 공단(재무)

대학
(전문인력양성)

→
←

↓ ↑

→
←

민간기관
(사회공헌활동)

노후설계 종합지원 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연계)

*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새로마지플랜’29) 재인용

29)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브랜드로서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

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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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설계 서비스(<2-9, 2-10, 2-11, 2-12>참조)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대상 또는 서비스 참여자, 서비

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

적 가치로서 어느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

재 단계에서의 노후설계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특히 민간분야에서의 노

후설계서비스는 경제력(월수입, 재산), 생활환경, 학력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거나 서비스 제공대상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도보완(마련)을 근거로 정부부처 등 공적인 기관에 의한 보편적 사회보

장 서비스로서 노후보장 설계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표 2-9] 제3기 인생준비 관련법의 내용

법률 주요 내용 개선 방향

노인

복지법
지역봉사활동 기회, 일자리 기회제공

노후복지 향상위한 기반으로서 생애

주기에 걸친 제3기 인생준비 필요성

제시

고령자

고용

촉진법

연령이유로 고용상 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정년 연령 규정

정년연장에 관한계획 작성・제출
정년퇴직자 재고용

피고용주들의 제3기 인생준비 교육

및 퇴직 앞둔 피고용주의 퇴직준비

에 관한 고용주 의무규정
고용

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고용과 소득의 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전 국민의 제3기 인생준비 장려

제3기 인생준비 인프라 설치에 관한

규정

평생설계사 자격에 관한 관리규정

* 자료 : 이소정 등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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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국내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전달 체계

(기관명)
서비스 내용 주 고객

정부부처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재무, 비재무 전국민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재무, 비재무

-고령화 대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온라인 상담(100세누리)

전국민

고용지원센터 전직 직원 비노인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신 노년층(5060)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사회공헌아카데미,

-NPO 비기너 스쿨,

-시니어협동조합학교,

-재취업교육 등 실시

공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원
재무, 비재무

퇴직예정

근로자

민간기업

대기업 등 재무, 비재무
퇴직예정

근로자

생명보험,

금융기관
재무

보험가입

고객

복지기관
노인교실,

복지관 등
비재무 노인

대학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등
재무, 비재무 전국민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등
비재무 노인

민간단체
국가 경영전략

연구원
성공적 노후 운동 전개

민간단체
미래설계

센터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연금포털 구축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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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법률 제13365호, 2015. 6. 22. 제정, 2015. 12. 23. 시

행)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노후 준비 상담서비스에 관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평생교육법과 노인복지법에서 생애설계에 관련하

여 유사한 조항을 찾아왔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

을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

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규정하는 내용 속에서 이

들 시설들이 노후준비 교육과 관련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복지증진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기능 규정을 통해 노인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정책기

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두 법에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

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고령자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법조항을 포함하

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구직과 재취업관련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제

공이 필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김미혜, 2010)

우리나라의 대표적 은퇴설계 프로그램으로는 서울대학교 인생대학

(U3A ;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을 들 수 있는데, 40-50대 일반 시

민들(베이비부머 세대)을 대상으로 중년기 이후의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

를 돕고 노후를 새롭게 설계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제3기 인생(The

Third Age: 은퇴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한 학기 매주 2시간씩 13주간 13개 강좌로

구성되며, 총 2학기 26개 강좌의 과정이다.

기타 눈에 띄는 그 밖의 공·사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민간단

체(경제부처출신) 2014년부터 실시중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ational

Strategy Institute)의 SA(Senior Achievement ; 성공적노후) 운동과 금융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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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센터(개인연금 활성화 위한 연금포탈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아래

표<표12>는 민간(금융기관 포함) 은퇴후 성공적 삶의 주요영역 재무-건강-

관계-여가중 재무부문에 특화된 재무전문 교육 프로그램 현황이다.

[표 2-11] 국내 대학의 노후설계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대학 프로그램명 주대상 프로그램내용 영역 비용

서울
사이버
대학

e노후생애
설계교육

일반인
한전,금호생명
등기업퇴직
예정자

노인복지전반
재무,
비재무

5만원

서울
대학교

인생대학
40 ~ 64세
일반인

제3기인생대학
(사회통합
능력증진)

비재무
중심

40만원

한양
대학교

스마트
생애
설계교육

일반인
제3의
인생설계
(기초/ 심화)

재무,
비재무

400만원

고려
대학교

예비
은퇴교육
(평생교육)

고려대
졸업자중은퇴
예정자

자금, 건강,
인문교육

재무,
비재무

무료

대구
대학교

인생후반
PLAN B
설계스쿨

40 ~ 50대
일반인

생애설계
이해, 건강,
여가,

죽음준비교육

비재무
중심

무료

건양
대학교

재무설계,
창업

소득하위
120% 이하
일반인

창업, 건강,
여가, 재

재무,
비재무

3만원
내외

이화여
자
대학교

노인교육
지도자과정

전문가양성
(20~70세)

은퇴설계,
원격학습

비재무
중심

54만원
(학기당)

건국
대학교

은퇴설계
지도자과정

예비은퇴자
자산설계
전문가

재무중심 50만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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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생명보험 및 금융기관의 노후설계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칭 및 주요 활동 비고

에듀머니 -재무상담, 경제교육, 컨텐츠 제작 등
-자체 자격증(금융복지 상담사,

밝은아이 선생님)

공익적 접근 /
재무중심

포도재무 -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

한국재무 -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

국민은행 - KB 골든 라이프 노후설계

이윤적 접근 /
재무중심

신한은행 - 미래설계센터(연령별 은퇴설계 전략)

하나은행 - 행복 Knowhow 은퇴설계

삼성생명

- life design

- 행복한 노후 위한 생애설계

- 인생설계 시뮬레이션

미래에셋
- love age (재무, 건강, 여가)

- 투자칼럼, 은퇴리포트 등 연구·출판

NH투자
- 100세시대 연구소

- 행복리포트 발행 등 연구, 출판 등

KB생명 - 골든 라이프(재취업, 창업, 부채관리)

교보생명 - 든든 라이프

흥국생명 - 은퇴설계

KDB생명 - 은퇴설계(재무 시뮬레이션)

푸르덴셜 - 100+노후설계

ING생명 - 라이프 설계

농협 - 재무, 노후준비 상담, 진단

KB - 행복설계 아카데미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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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에서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대상과 목적 그리고 지원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

이가 있으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후준비 이다. 공공기관에

서는 노후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는 자사 직원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성격이 강하다.

포스코의 그린라이프 서비스는 포스코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프로

그램으로 처음 시작한 일본회사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별 생애설계 교육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에는 정년퇴직자만을 대상으로 그린라이프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다. KT

의 life plan 프로그램은 kt 인재경영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

램으로 2005부터 시작하여 200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과정은 변

화관리 프로그램과 생애컨설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참여대상은 전 사원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의 과정은 나이에 따라 차

등적으로 자격을 준다.

정리해보면 현재 국내 노후준비 서비스는 전달체계(서비스 제공 주체)

에 따라 고령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기관(공공조직)과 민간기

업 성격에 따라 공익적 접근 및 이윤적 접근의 차이가 있고 서비스 내용도

국민연금 공단, 대학교, 보험사, 금융기관, 사회 복지관, 지자체(지자체별 재

원조달 편차존재) 등 전달체계(수행기관)에 따라 일자리 중심, 재무중심 은퇴

설계에 국한되거나 재무영역을 포함하여 건강, 부부 및 자녀관계 상담서비스

등 대인 관계, 여가 등 비재무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노후설계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실태는 다소

선별적이고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이미 우리

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다수 선진국의 노후설계 서비스는 비록 국가

차원의 노후준비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정책 필요성은 낮을 수 있으나

발달된 연금제도, 여가의 생활화, 대인관계 부문은 지극히 개인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중에도 풍부한 사회참여 기여유도, 재무, 건강, 대인

관계, 여가가 망라된 삶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형태로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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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호주는 공공부문 중심, 영국은 정부지원 민간

단체로 다양하며 기존의 특정 기능 중심 기관들이 아닌 통합적인 전문기

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제 5 절 국외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 현황

미국의 노인복지법은 연방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

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전달체계(<표2-13>참조)를 구성하고 각

각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효과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미국의

노력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면 첫째, 제도적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통

한 규정이 완비되어 있다는 것. 둘째, 노인관련 제반문제를 단순히 생물

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추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셋째, 정

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에 의한 연구투자와 인력양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넷째,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참여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

[표 2-13] 미국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정부지원 프로그램 민간주도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

로그램, 노인환경보호 고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퇴직준

비 교육지원봉사단

미국 은퇴자협회

대학의 관련 교육과정

퇴직준비 프로그램

엘더호스텔

와시스

*자료 ; 신경화(2011) 재인용

우리보다 장수 사이클이 한 박자 빠른 일본의 경우(<표2-14>참조)는

고령사회 대책기본법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이 노

후복지 프로그램의 특성으로는 첫째, 노후설계 자체에 대하여는 공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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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관심은 산발적이지만 수단 마련에는 국가적 관심이 크다. 둘째, 민

간주도형보다는 정부주도형 주도 형태이다. 셋째, 노후설계에 대해 포괄

적이며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개인적인 차원에

서의 제3기 인생설계가 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4] 일본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정부지원 프로그램 민간주도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클럽

실버인재센터

엘더스 호텔

third age online

온라인 지원체계(취업알선)

평생학습심의회

평생학습추진센터

*자료 ; 신경화(2011) 재인용

영국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자조, 자치, 지역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

다. 1982년 캠브리지 U3A와 런던 U3A가 최초 구성된 후 U3A 중앙기구

인 The Third Age Trust가 설립되었다.(국민연금공단 사이버연수원 교

재, 노후설계 바로 이해하기, 2015) 영국은 제3기 인생에 대해 고용과 자

원봉사의 두가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자조의 정신을 강조

하고 있으며, 생애설계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전문화 되어있다.(국민연금

공단 내부자료, 2014)

프랑스는 1973년 툴루즈 대학이 지역사회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년

학 강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세계 최초)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목

적으로 U3A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 그 명칭도 ‘생애중심대학’으로 바꾸

었다. 프랑스는 한편 Life Academy가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노후설계

에 있어 민간보다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들은

국가 공무원 시험을 거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보다 체계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요약하면 다음

(<표2-15>참조)과 같다.(신경화, 20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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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주요 국가의 노후설계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기관명 주요 내용

국외

Centrelink(호주, 공공)
통합적인 대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Life Academy(영국, 민간) 일반국민 대상 생애준비 교육

사회보장청(미국,공공)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CLIC(프랑스, 공공)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회자원

연계

은퇴소득위원회(뉴질랜드, 공공) 은퇴소득교육 실시

Min Pension(스웨덴, 공공) 공·사연금 포털 운영

후생노동성(일본, 공공) 학생 대상 노후준비 교육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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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과 실증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에서

는 노후설계, 성공적 노후, 은퇴, 평생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가설 도

출을 위하여 기존의 국내외 논문과 관련서적,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연

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모형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연구모형 지지결과 강화를 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1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추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범용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통계자료 처리 및 분석을 하

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측정변

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를 산출하는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

정한 설문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을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주요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영향관계 검증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 12.16 ∼ 12.31 기간 중 교회 공동체, 직장, 공정6기

원우, 서울대학 인생대학 수료자(1~6기), 서울은평구 소재 탁구장, 지인의

교회 공동체(서울 및 경기도 일산소재, 3개소)등 약 400명에게 대면, 우

편, 이메일, SNS(카톡)의 방법 등으로 설문지를 송부하였고 그중 빠짐없

이 설문이 체크된 258명(64.5%)의 설문지를 조사에 활용하였고 선행논문

에서 검증된 설문문항(42개 항목)을 본 연구목적에 맞춰 일부 수정하여



- 38 -

32개 항목을 사용했고 설문지의 구성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1차 설문조사 자료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 등 연구내

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 3. 1 ∼ 3.10 기간중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제 2 절 연구모형

선행연구 주예심(2013), 황승일(2010)은 신체, 정서, 경제, 여가 등을

독립변수로, 퇴직태도, 생활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연구하였고 신경화

(2011)는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운영주체, 재원,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를 변수로 연구하였고 임수민(2012)은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관계적

준비를 독립변수로 기대감과 안정감을 종속변수로 연구모형을 분석한 바

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법령이 선행돼야 하나, 그간에는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직접적 모법 없이 ‘저출산․고령화 관련법’

을 근거로 해 왔으나 최근 노후준비 지원법(법률 제13365호, 2015. 6. 22.

제정, 2015. 12. 23. 시행)이 마련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행연구

에서 주요변수로 삼았던 “법령, 제도, 전달체계”와 국가시책을 지속적이

며 효과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언론보도 빈도와 방송 컨텐츠의 균형성” 등

을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 접근하였다.

이러한 2개의 독립변수에 인구 사회적 요소를 통제변수로, 황승일

(2010)의 연구와 매년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인식도 조사에서의 내용

적 범주, 즉 재무 · 건강 · 관계 · 여가의 측정사항을 노후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완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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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환경노후준비 지원환경

è

      노후준비 정도      노후준비 정도

▣ 법령, 제도, 전달체계▣ 법령, 제도, 전달체계
  - 존재 인식여부 및 서비스 

만족여부

▣ 보도(방송) 빈도, 컨텐츠    ▣ 보도(방송) 빈도, 컨텐츠    
   균형성   균형성
  - 존재 인식여부 및 서비스 

만족여부

       ▣ 재       무       ▣ 재       무

       ▣ 건       강       ▣ 건       강

       ▣ 대 인 관 계       ▣ 대 인 관 계

       ▣ 여       가        ▣ 여       가 

é
인구사회학적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

성,연령,학력,소득,결혼여부,가구형태 등 성,연령,학력,소득,결혼여부,가구형태 등 

[그림 3-1] 연구모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시민들의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며, 선행 연구 리뷰를 통하여 시민들의

노후준비 정도(결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원인)으로 “법률, 제도,

전달체계, 언론”을 들었고 시민들이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시민들의 노

후준비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인식 했는지 와 그 존재를 인식했다면

그 요인으로부터 경험한 서비스 수준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만

족하는지 여부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와의 영향요인, 둘째로 노후준

비를 지원하는 방송(빈도수 및 컨텐츠의 균형성)에 관한 존재인식과 그

존재를 인식 했다면 그 요인으로부터 경험한 서비스 수준이 노후준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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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하는지 여부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와의 영향요

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1.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관련법에 대한 존재 인식여부는 노후준비 정

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2.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관련법에 대한 서비스 만족여부는 노후준비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3. 국민연금 공단의 무료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존재 인식여부는

노후준비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4. 국민연금 공단의 무료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여부는

노후준비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1.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TV(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존재 인식여부는

노후준비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TV(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만족여부

는 노후준비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3.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TV(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횟수 증가를 희망

하는지 여부는 노후준비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관련법령, 제도, 전달체계 (존재인식 및 만족여부)

시민의 “성공적 노후의 삶”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 제도,

전달체계”에 대한 존재인식과 그 서비스 만족여부 등 지원환경 관점

에서 본 변수

1-1.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관련법에 대한 존재 인식여부

1-2.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관련법에 대한 서비스 만족여부

1-3. 국민연금 공단의 무료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존재 인식여부

1-4. 국민연금 공단의 무료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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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 빈도와 컨텐츠 균형성 (존재인식 및 만족여부)

시민의 “성공적 노후의 삶”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 빈도․

컨텐츠 균형성” 존재인식과 그 서비스 만족여부 등 지원환경 관점에

서 본 변수

2-1.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TV(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존재 인식여부

2-2.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TV(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만족여부

2-3.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TV(방송) 프로그램 송출횟수 증가 희망여부

3)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성별, 학력, 소득, 가족형태, 직업, 관심영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이 갖는 변수

4) 노후준비 정도(재무)

각각의 독립변수를 반영하였을 때 설문자 본인이 느끼는 “노후준비도

정도(재무영역)”를 나타내는 변수

5) 노후준비 정도(건강)

각각의 독립변수를 반영하였을 때 설문자 본인이 느끼는 “노후준비도

정도(건강영역)”를 나타내는 변수

6) 노후준비 정도(대인관계)

각각의 독립변수를 반영하였을 때 설문자 본인이 느끼는 “노후준비도

정도(대인관계 영역)”를 나타내는 변수

7) 노후준비 정도(여가)

각각의 독립변수를 반영하였을 때 설문자 본인이 느끼는 “노후준비도

정도(여가영역)”를 나타내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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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분석 등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여성의 비율은 각각 46.9%, 53.1% 연령비율은 40대가 34.9%로 가

장 높았으며 50대, 30대가 각각 33.3%, 22.9%로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

였다. 가족형태로는 부부에 자녀를 둔 핵가족구성 비율이 77.1%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 월소득 현황으로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44.6%

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가 44.2%로 뒤를 이었다.

노후준비에 관한 정보수입원으로 응답자의 67.1%가 TV 등 인터넷을

꼽았으며(빈도, 컨텐츠, 경향 등 TV방송을 주로 하는 언론매체의 기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형제, 친구, 이웃을 23.6%가 선택했다. 노후준

비에 관한 1차적인 책임주체로 정부(국가)를 56.2%, 본인 및 가족을

38.8% 순으로 응답했으며 은퇴이후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를 물은 질문

에서는 전체 응답자 258명중 81.4%인 210명이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원치 않는다로 응답했으며 혼자가 되면 원한다(8.1%)까지 합한다면 응답

자의 다수는 은퇴후 자녀세대와 합거를 원하지 않는 등의 통계적 특성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은퇴후 가구의 적정 월 생활비로는 평균 297만원으로 집계되었

으며 은퇴이후 재무준비 정도의 질문에서는 보동이다 46.1%, 아니다

26.4%, 매우 아니다 5% 등으로 응답하여 응답자 70% 이상의 노후준비

가 보통이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지원을 위한 정부시책(다중응

답)으로 건강분야(20.8%), 금전지원(19.9%), 여가분야(19.3%) 등의 순으

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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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

별

남 121 46.9

여 137 53.1

연

령

20대 7 2.7

30대 59 22.9

40대 90 34.9

50대 86 33.3

60대 이상 16 6.2

학

력

중졸 1 .4

고졸 26 10.1

전문대, 대학교졸 179 69.4

대학원졸 이상 52 20.2

혼
인
상
태

미혼 15 5.8

기혼(배우자 있음) 238 92.2

기혼(사별, 이혼) 5 1.9

가
족
형
태

1인가구(독신) 6 2.3

2인가구(부부) 30 11.6

핵가족(부부+자녀) 199 77.1

확대가족(조부모+부부+자녀) 23 8.9

동
거
희
망

원한다 27 10.5

혼자되면 원한다 21 8.1

원하지 않는다 210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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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활
동
유
형

자영업 48 18.6

직장(맞벌이) 74 28.7

직장(홑벌이) 118 45.7

기타(실직) 18 7.0

월
소
득

100만원 미만 10 3.9

100만원 ~ 199만원 6 2.3

200만원 ~ 299만원 13 5.0

300만원 ~ 399만원 114 44.2

400만원 ~ 499만원 115 44.6

500만원 이상 0 0

노
후
관
심
분
야

재무 98 38.0

건강 120 46.5

대인관계 10 3.9

여가 30 11.6

노
후
정
보
수
입
원

형제, 친구, 이웃 등 61 23.6

TV,인터넷 173 67.1

보험사, 은행 7 2.7

회사 14 5.4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3 1.2

노
인
복
지
행
주
체

정부(국가) 145 56.2

가족(본인, 자녀) 100 38.8

사회복지단체 4 1.6

지역사회 9 3.5

노
년
교
육

재무 102 39.5

건강 8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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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23 8.9

여가 45 17.4

기타 4 1.6

□ 은퇴후 적정 월소득(부부기준)

월소득 빈도수(명) 구성비율(%)

50 1 .4

100 6 2.3

120 1 .4

150 7 2.7

160 1 .4

200 57 22.1

250 35 13.6

280 1 .4

300 94 36.4

350 9 3.5

400 23 8.9

500 18 7.0

700 1 .4

1000 4 1.6

※ 평균 : 2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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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결과로서, 독립변수 1의 Cronbach

알파 값은 .827, 독립변수 2의 Cronbach 알파 값은 .631 이며,

종속변수 1~4의 값은 각각 .832, .847, .782, .790 으로서 통상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0.6 이상의 값을 모두

보임으로써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각각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노

후준비 정도에 도움을 주는 노후지원법을 인지하였는가? (독립변수1-1)

는 노후지원법에 만족(1-2)과 .690, 국민연금 노후지원 서비스인지(1-3)

와 .532, 국민연금 노후지원 서비스만족(1-4)과 .494, tv등 무료서비스 인

지(2-1)와 .299, tv등 서비스 만족(2-2)과 .352, 마지막으로 방송회수 증

가선호(2-3)와는 .062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방송회수 증가선호 변수

(2-3)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0.01 수준(양쪽)에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노후지원법에 만족(1-2)변수는 국민연금 서비스만족(1-4)와

.564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방송회수 증가선호(2-3)과는 .048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1-3)와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1-4)간의 상관관계는 .707로써 0.01 수준(양쪽)에서 높은 수준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 노후자금 잘 준비중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함

매우 아니다 13 5.0

아니다 68 26.4

보통이다 119 46.1

그렇다 48 18.6

매우 그렇다 10 3.9

총계 2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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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상관분석 결과 현황

[표 4-3] 상관분석 기술통계

□ 상관계수

구분　

노후
지원법
인지

(1-1)

노후법
만족
여부

(1-2)

국민연
금노후
서비스
인지
(1-3)

국민연
금서비
스만족

(1-4)

tv등
무료서
비스
인지
(2-1)

tv등
서비스
만족

(2-2)

방송
회수
증가
선호
(2-3)

노후지원법 인지

(독립변수1-1)
1

노후법 만족정도

(독립변수1-2)
.690** 1

국민연금 노후서비스인지

(독립변수1-3)
.532** .432** 1

국민연금 서비스만족정도

(독립변수1-4)
.494** .564** .707** 1

tv등 무료서비스인지

(독립변수2-1)
.299** .327** .268** .363** 1

tv등 서비스만족정도

(독립변수2-2)
.352** .406** .293** .460** .667** 1

방송회수 증가선호

(독립변수2-3)
.062 .048 .183** .193** .213** .223**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기술통계량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노후지원법 인지 2.66 1.077 258

노후법 만족여부 2.37 .846 258

국민연금 노후서비스인지 2.27 1.407 258

국민연금 서비스만족 2.34 1.040 258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2.37 1.063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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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 분석

1. 모형 1 (종속변수 : 재무)

각각의 통제 변수항목, 독립변수 항목 전체와 함께 종속변수1(재무)을

반영하여 처리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668 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독립변

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낸 R제곱 값은 .446(44.6%)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의 수치는

1.780 로서 잔차에 상관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F값은 4.782, 유의확률은 .000 (p< .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합계 값이 최소 .295 이상으로서

0.1을 크게 상회하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음. 응답자들은

종속변수 재무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의 38%인 98명이 노후 우선관심

분야로 답했고 노후준비 정보수입원으로 응답자의 67.1%가 TV,인터넷을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노후지원법 인지, 노후법

만족여부, 국민연금 노후서비스인지, 국민연금 서비스만족,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tv등 서비스만족, 방송회수 증가선호와 같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반영한 종속변수1(재무)에 대한 모형1 회귀결과

에서는 “노후지원법 인지 사실” (β=.180, p<.05)과 “tv 등 방송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만족여부” (β=.194, p<.0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각각 가설1과 가설6을

지지하였다.

tv등 서비스만족 2.32 .900 258

방송회수 증가선호 3.57 .996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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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회귀분석 1(종속변수 : 재무) 결과

[표 4-5] 회귀분석 1 (종속변수 : 재무) 분산분석 결과

□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59.978 37 1.621 4.782 .000b

잔차 74.584 220 .339 　 　

총계 134.561 257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 .227 　 8.625 .000 　

노후지원법 인지 .054 .180 2.228 .027 .384

노후법 만족여부 .069 .088 1.088 .278 .384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042 .070 .858 .392 .381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여부 .060 -.082 -.950 .343 .339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049 .073 1.020 .309 .496

tv등 서비스 만족 .062 .194 2.505 .013 .419

방송회수 증가선호 .040 .085 1.537 .126 .823

R = .668a, R 제곱 = .446, 조정된 R 제곱 = .353,

표준 추정값 오류 = .58225, Durbin-Watson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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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종속변수 : 건강)

같은 방법으로 통제변수, 독립변수 전부와 함께 종속변수2(건강)를

반영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493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낸 R제곱 값은 .243(24.3%)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의 수치는 1.938 로서 역시 잔차에

상관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F값은 1.913, 유의확률은 .002 (p< .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합계 값이 모두 0.1 이상으로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종속변수2(건강)를 반영한

모형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노후관련 방송회수 증가 선호가

노후준비 정도(건강)에 영향을 준다” (β=.149, p<.0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가설7을 지지하였다.

a. 종속 변수: 노후준비 정도(재무)

b. 예측변수: (상수), 노후지원법 인지, 노후법 만족여부,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tv등 서비스 만족, 방송회수 증가선

호, 30~39, 더미학력3, 더미정보수입원4, 더미학력, 더미정보수입원3, 더미소득3, 더미

관심2, 더미주체4, 더미정보수입원2, 더미소득1, 더미혼인2, 더미관심3, 더미가족형태

3, 더미주체2, 더미가족형태2, 더미소득2, 경활1, 더미학력2, 더미주체1, 60세이상=1,

더미정보수입원, 더미가족형태, 더미성별, 더미소득4, 40~49, 경활2, 더미관심1, 연령

더미, 경활3, 더미혼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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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회귀분석 2(종속변수 : 건강) 결과

[표 4-7] 회귀분석 2 (종속변수 : 건강) 분산분석 결과

□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30.373 37 .821 1.913 .002b

잔차 94.384 220 .429 　 　

총계 124.757 257 　 　 　

a. 종속 변수: 노후준비 정도(건강)

b. 예측변수: (상수), 노후지원법 인지, 노후법 만족여부,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tv등 서비스 만족, 방송회수 증가선호,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 .256 　 9.783 .000 　

노후지원법 인지 .061 -.046 -.482 .630 .384

노후법 만족여부 .078 .066 .694 .488 .384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047 .099 1.043 .298 .381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여부 .068 .111 1.101 .272 .339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055 .091 1.091 .277 .496

tv등 서비스 만족 .070 -.026 -.282 .778 .419

방송회수 증가선호 .045 .149 2.306 .022 .823

R = .493a, R 제곱 = .243, 조정된 R 제곱 = .116,

표준 추정값 오류 = .65500, Durbin-Watson =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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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3 (종속변수 : 대인관계)

종속변수3(대인관계)을 반영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559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낸 R제곱 값은 .312(31.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의 수치는 2.028 로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에 상관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F값은 2.394, 유의확률은 .000 (p< .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합계 값이 모두 0.1 이상으로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각각의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3(대인관계)을 반영한 모형3에 대한 회귀결과 에서는

“노후지원법 인지 사실” (β=.195, p<.05)과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

(β=.206,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가설1과 가설4를 지지하였다.

[표 4-8] 회귀분석 3(종속변수 : 대인관계) 결과

30~39, 더미학력3, 더미정보수입원4, 더미학력, 더미정보수입원3, 더미소득3, 더미관심

2, 더미주체4, 더미정보수입원2, 더미소득1, 더미혼인2, 더미관심3, 더미가족형태3, 더

미주체2, 더미가족형태2, 더미소득2, 경활1, 더미학력2, 더미주체1, 60세이상=1, 더미

정보수입원, 더미가족형태, 더미성별, 더미소득4, 40~49, 경활2, 더미관심1, 연령더미,

경활3, 더미혼인1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 .238 　 10.909 .000 　

노후지원법 인지 .058 .195 2.043 .042 .389

노후법 만족여부 .074 -.080 -.840 .40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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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회귀분석 3 (종속변수 : 대인관계) 분산분석 결과

□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30.245 37 .817 2.394 .000b

잔차 66.577 195 .341 　 　

총계 96.821 232 　 　 　

a. 종속 변수: 노후준비 정도(대인관계)

b. 예측변수: (상수), 노후지원법 인지, 노후법 만족여부,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tv등 서비스 만족, 방송회수 증가선호,

30~39, 더미학력3, 더미정보수입원4, 더미학력, 더미정보수입원3, 더미소득3, 더미관심

2, 더미주체4, 더미정보수입원2, 더미소득1, 더미혼인2, 더미관심3, 더미가족형태3, 더

미주체2, 더미가족형태2, 더미소득2, 경활1, 더미학력2, 더미주체1, 60세이상=1, 더미

정보수입원, 더미가족형태, 더미성별, 더미소득4, 40~49, 경활2, 더미관심1, 연령더미,

경활3, 더미혼인1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045 -.058 -.597 .551 .371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여부 .065 .206 1.946 .053 .314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051 .062 .724 .470 .481

tv등 서비스 만족 .066 .092 .987 .325 .405

방송회수 증가선호 .042 .118 1.777 .077 .804

R = .559a, R 제곱 = .312, 조정된 R 제곱 = .182,

표준 추정값 오류 = .58431, Durbin-Watson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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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4 (종속변수 : 여가)

마지막으로 종속변수4(여가)를 반영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585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낸 R제곱 값은 .342(34.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의 수치는 1.709 로서

잔차에 상관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F값은 3.086, 유의확률은 .000 (p< .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합계 값이 모두 0.1 이상으로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고 회귀결과는 “노후지원법 인지 사실”

(β=.192, p<.05)과 “노후관련 방송회수 증가 선호가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준다” (β=.20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가설1과 가설7을 지지하였다.

[표 4-10] 회귀분석 4 (종속변수 : 여가) 결과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 .240 　 8.628 .000 　

노후지원법 인지 .057 .192 2.171 .031 .384

노후법 만족여부 .073 -.033 -.376 .707 .384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044 .027 .303 .762 .381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여부 .063 .080 .852 .395 .339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051 .084 1.084 .279 .496

tv등 서비스 만족 .066 .051 .598 .550 .419

방송회수 증가선호 .042 .200 3.309 .001 .823

R = .585a, R 제곱 = .342, 조정된 R 제곱 = .231

표준 추정값 오류 = .61360, Durbin-Watson =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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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회귀분석 4 (종속변수 : 여가) 분산분석 결과

[표 4-12] 모형에 따른 연구가설 지지 여부 정리현황

▢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42.986 37 1.162 3.086 .000b

잔차 82.832 220 .377 　 　

총계 125.819 257 　 　 　

a. 종속 변수 : 노후준비 정도(여가)

b. 예측변수: (상수), 노후지원법 인지, 노후법 만족여부, 국민연금 노후서비스 인지,

국민연금 서비스 만족, tv등 무료서비스 인지, tv등 서비스 만족, 방송회수 증가선호,

30~39, 더미학력3, 더미정보수입원4, 더미학력, 더미정보수입원3, 더미소득3, 더미관심

2, 더미주체4, 더미정보수입원2, 더미소득1, 더미혼인2, 더미관심3, 더미가족형태3, 더

미주체2, 더미가족형태2, 더미소득2, 경활1, 더미학력2, 더미주체1, 60세이상=1, 더미정

보수입원, 더미가족형태, 더미성별, 더미소득4, 40~49, 경활2, 더미관심1, 연령더미, 경

활3, 더미혼인1

구분 β 값 t 값 유의수준 가설성립

가설1

모형1 .180 2.228 .027 지지

모형2 -.046 -.482 .630 기각

모형3 .195 2.043 .042 지지

모형4 .192 2.171 .031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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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모형1 .088 1.088 .278 기각

모형2 .066 .694 .488 기각

모형3 -.080 -.840 .402 기각

모형4 -.033 -.376 .707 기각

가설3

모형1 .070 .858 .392 기각

모형2 .099 1.043 .298 기각

모형3 -.058 -.597 .551 기각

모형4 .027 .303 .762 기각

가설4

모형1 -.082 -.950 .343 기각

모형2 .111 1.101 .272 기각

모형3 .206 1.946 .053 지지

모형4 .080 .852 .395 기각

가설5

모형1 .073 1.020 .309 기각

모형2 .091 1.091 .277 기각

모형3 .062 .724 .470 기각

모형4 .084 1.084 .279 기각

가설6

모형1 .194 2.505 .013 지지

모형2 -.026 -.282 .778 기각

모형3 .092 .987 .325 기각

모형4 .051 .598 .550 기각

가설7

모형1 .085 1.537 .126 기각

모형2 .149 2.306 .022 지지

모형3 .118 1.777 .077 기각

모형4 .200 3.309 .001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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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심층 인터뷰 분석

1차 설문 조사결과로 얻어진 회귀분석에 의할 때 전체 연구가설에 대

한 지지가 다소 미흡하다 판단되어 연구모형 지지강화를 위하여 심층인

터뷰를 추가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6. 3. 1 ~ 3. 10 기간중, 사전 유선

으로 양해를 얻은, 노후준비도 개념에 어느 정도의 인식과 필요성을 경

험한 베이비부머(interviewee)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내

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제, 가까운 친구를 피하고 다소 공적

이거나 2차적인 관계의 사람을 인터비로 선정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시

편중(bias)성을 최대한 통제하였고 면담자 기준 평균 30분 정도를 할애

하여 질문답변과 대화의 자유스런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사전양해

를 얻어 인터뷰를 녹음하는 방법으로 인터비들의 의견을 최대한 직설적

으로 옮겨 활용하였다. 인터비들은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첩되

게 혹은 약간의 각각 다른 요인에 포커스를 두어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주장이 시민들의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주는 주된 환

경적 요인으로 제도, 방송, 민간자원 인프라, 기업책임, 국가지원 등을 지

목하는 등 전체적으로 연구자의 방향과 그림이 일치되었다. 이를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결혼, 부양, 은퇴 등 주요 인생의 과정을 거쳐 다가오는 본인의 노후

준비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이상 했을 정도의 인생 경험이 충분한

40세 이상의(베이비부머) 불특정 시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인터비(interviewee)들은 본인들의 노후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에 대한 우선적인 이유로 제도, 법률적 환

경이 부족했다고 말한다.(제도·법률적 환경; 이하 인터뷰 내용)

“저는 사실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적어도 십 여년 노

후준비를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론 보완된 게 없이 시간만 후딱 지나갔습

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보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노후준비

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9세, 남, 인터비3/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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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인터비7)”

“귀하께서는 스스로의 노후준비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점수로 환산하

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굳이 점수화하면 60점 앞뒤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노후가

길어지니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단 얘기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준비

하려는 노력은 해왔던 것 같습니다만...,”

“재무 등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을 해보았던 적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나이 들고는 죽을 때까지 돈은 꼭 필요하다는 옛 어른들

말씀을 들었던 생각도 나고, 건강과 같은 다른 준비와 더불어 금전준비

는 하고자 했었는데 아이들 양육하다보니 노후자금을 준비하기는커녕 빚

만 늘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이제부터라도 준비하고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

까?”

“글쎄요~ 벌써 60이 넘었는걸요, 작은 아이는 아직 제금내지도 못했

고요(목돈이 들 텐데...), 국가가 법이나 제도 등을 만들고 뭔가 체계적,

시스템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

겠습니다...,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린다 해도 경기도 좋지도 않고

요, 자신이 없습니다...,”

“노후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어서부터 신경

쓸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아니면 복지

관 등 어디 한군데서 딱 부러지게 체계적으로 시민들 노후준비를 책임지

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55세, 여, 인터비1)”

“지하철 모습을 보면 진짜로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 맞는 가 봅니

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보탬이 되는 정책은 오래가야 할 건데,

정치판에서 이리저리 바꿔 싸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

떤 것이든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하고 꾸준히 책

임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66세, 남, 인터비9)”

대체로 심층 인터뷰에 응한 면접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빨라지고 손쉬워진 SNS를 필두로 한 매체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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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언론(인터넷 포함)의 역할이 소중함을 지목하였다. 이미 다양화

하여 국민생활에 깊숙이 정착한 TV의 종편방송, 인터넷 방송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프로그램의 강화(방송빈도의 증대, 컨텐츠의 다양화 등)를

주문하였다.(신문, 방송 등 언론에 관한 환경; 이하 인터뷰 내용)

“저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TV와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TV가

아주 재미납니다. 연속극도 좋지만, 전 세계 여행프로그램도 좋고 특히

노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 컨

텐츠에 부부관계, 속 썩이는 자녀관계, 여가관계 등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59세, 여, 인터비4/ 62세, 여, 인터비10)”

“요즘엔 TV 채널이 많잖아요? 돌리기만 하면 먹는 거, 입는 거 , 여

행가는 거, 참~ 좋습디다. 동치*, 나는 몸**이다, *토란 등 저는 거의 고

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건강

얘기만 합니다. 물론 노후에도 건강이 제일이겠지만 그래도 돈 얘기, 상

속 얘기, 황혼 이혼얘기, 선진국의 노인 여가 생활모습 등 프로그램 가지

수가 많아 졌으면 합니다. (45세, 여, 인터비6/ 55세, 남, 인터비8)”

“애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문이

나 TV할 것 없이 요즘 거의 정치판 얘기뿐이라 식상하긴 하지만, 노후

준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 인데 저는 빚이 제법 있어 걱정입니다.

우리 땐 아이들 잘 키우면 자녀 덕도 기대하곤 했는데 요즘엔 언감생신

인 것 같습니다. 낀 세대라고 하던가요? 자녀한테 부양도 못 받게 되었

는데 애들 키우느라 든 빚이 큰일 입니다. 어쩌면 저 말고도 많이들 그

럴껄요? 특히 종편 방송에서는 노후준비-빚 없이 사는 방법-투자-저축-

노후 해외이민과 같은 뭔가 노후준비에 도움 될 만한 다양하고 구체적

내용을 담은 방송을 그것도 빈도를 늘려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

보니까 노후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디다. (49세, 남, 인터비2/

65세, 여, 인터비5)”

“동의해 주시리라 믿지만 예전에 보았던 교육용 VCR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시간표는 엄마 탯줄에서 출발하여 그냥 곧장 무덤으

로 향하는~~ 손 쓸 틈 없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후딱 지나가는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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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맞지요, 애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 벌써 여기입니다, 백발성성!!...,”

“요즘엔 예전 같지 않게 흉악한 사고들도 많아요, 노인공경, 부모공

경~ 이런 것 들이 사라진지 오래되었어요. 뉴스내용도 온통 범죄고 흉악

한 사건사고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축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요즘엔 텔

레비전에 도움 되는 것도 많아요~ 건강프로그램도 그렇고, 늘그막에 부

부가 알콩달콩 하는 것도 그렇고, 외국여행 천지예요...좋고 또 부럽고...,”

“TV 프로그램에 바라는 것은 없나요? TV를 노후준비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있지요...,그들도 상업적 이유가 있을 것이니 한사람의 기호에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단 노후준비에 관한 뉴스보도도 늘려야 할 것 같

고, 노후준비에 돈, 부부관계, 고부관계, 여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해외여행 말씀하셨는데, 외국여행 가고 싶으세요?”

“물론이지요, 요즘엔 유명인들이 멋있는 나라가서 소개하는 예능프로

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젊어서 못 가보았으니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소원이지요...,”

“내 말은요,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가 보겠고, 모을 수 있다면 당연히

돈을 모아 노후준비를 할 것 인데요..., 그러니까 잘나가는 선진국들의 노

인들은 어찌 사는가? 뭐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공

무원들에게도 뭔가 시사점을 줌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좋은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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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시민들의 노후준비도 실태를 조사하여 노후준비 정도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맞아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노후지원 상담(혹은 설계) 서비스를 촉진시

키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전달체계·방송 등 환경적 요

인을 찾고 상관관계 등을 연구·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의 튼실한 노후준비

체계를 마련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노인, 노화, 고령, 노인문제, 성공적 노화, 제3기 인생(the

third theory), 생애설계, 국내외 은퇴설계 프로그램, 노인교육 프로그램

현황 등의 개념과 노후준비(혹은 노후설계) 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와 방송(미디어)의 사회학적 기능과 보편적 노후설계 서비스와 전달체계,

재원, 균형적 설계 서비스 제공 등 국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 등을 주

장한 선행논문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개관과 노후준비 실

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도, 국내외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현황, 생애설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을

정리하였고 노년생활 욕구, 노후준비 필요성과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 얻은 실증적 분석결과 토대 위에 본 연구모형을 강

화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에 관계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시민들(응답자 71.1%)은 노후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

하로 응답했고, 은퇴후 부부기준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97만원,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자녀세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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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후준비의 책임주체로 본인이나 가족에 우선하여 국가의 역할을 지

목했으며, 희망하는 노후설계 우선 상담분야로 건강지원 프로그램, 금전지원,

여가 등을 꼽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셋째, 분석틀에 입각한 변수간의 관계를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를 확인

하는 Durbin-watson 수치를 비롯하여 다중 공선성 문제, 유의확률 그리고

신뢰도 확보를 위한 cronbach 알파 값 등이 모두 적합하게 형성됨을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노후관련 법령·제도·전달체계 등

“노후준비 지원환경”과“노후준비 정도(재무, 건강, 관계, 여가)”간에는 양

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1-1, 1-2, 1-3. 1-4)과 노후

관련 방송 등 언론보도 빈도와 컨텐츠의 균형성 등“노후준비 지원환경”

과 “노후준비 정도(재무, 건강, 관계, 여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2-1, 2-2, 2-3) 모두에 대하여 “다소 낮은 수

준”으로 지지 되었으며 1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심층인

터뷰 내용에서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에 점수를 낮

게 주었으며 국가가 은퇴 준비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야지 개인에

게만 맡기면 현실적으로 적정 노후준비를 맞추기 어렵다, 서비스 수행기

관의 난립, 노후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재무-건강-여

가-대인관계 등 노후설계 프로그램이 균형성이 추구되며 또 노후준비

방송 컨텐츠의 다양화를 희망했으며 노후관련 방송 횟수 증가를 표하는

등 그 내용에 있어 대체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 단계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머잖은

미래에 초고령 사회까지 바라다보는 상황이다 보니 가까이는 노인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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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상으로 하는 노후설계 상담서비스 정책과 나아가서는 전 연령층에

알맞은 유효한 생애설계 서비스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

들이 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복

지관, 지자체,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등 노후관련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

중첩 또는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고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일부 그

룹만이 노후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서비스들이 민관간 매끄러운 연계를 통하여 그리고 종합적이면서

도 손에 잡히는 실용적인 유익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를 마련하고 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신설법안 노후준비지원법(법률 제13365호; 2015. 12. 23. 시행)

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을 시행주체

로 하는 “전 국민 노후준비서비스”가 도입 되었는 바, 고령화 · 저출산

환경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으며 선진국의 운영사

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 환경에 맞는 좋은 제도로서 연착륙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하되 법률에 규정된 주된 전달

체계의 계획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 되도록 하고 서비스가 중첩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의 모범 운영사례를 꾸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모

든 제도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선

진국의 예에서 노후설계, 생애설계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벤치마킹 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육성도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TV를 필두로 하는 방송(언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먼저 재

무, 건강, 관계, 여가를 내용적으로 골고루 아우르는 균형적 언론방송30)

30) TV(방송)의 기능 중 공익적 역할은 물론이고 이윤 추구적 사적특성을 인정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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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여 건강한 여론형성이 되도록 하여 향후에 이어질 제반 관련

토론, 보도 등 사회적 합의과정 도출시 언론이 순기능적 역할을 주도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노후준비 특성을 감안하고 그

간 금융권 및 증권사의 재무영역(자산축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일부

계층에 국한 되었던 서비스에서 벗어나 향후로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의

노후설계 서비스가 되도록 타겟 층을 넓혀야 할 것이다.

특히 재무영역은 속성상 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작

금의 일부 남유럽·동유럽국가(그리스, 스페인 등)의 예와 같이 일명 복지

병으로부터 유발되는 국가부도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가부채와 시민의 가계부채31)의 규모가 이미 아주 심각하고 해

결 전망 또한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빚을 줄이는 것이 재무관리의 첫 단

추 임을 확인하고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고정

적인 방송 빈도를 높여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공적인 노후의 삶의 모습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건강인 바, 그에 대한 그간의 방송의 역할을 평가하면 컨텐츠

와 노출빈도 그리고 정책당국과 전문가 집단에 의한 일련의 노력으로 만

들어진 국민의 건강지표 개선의 결과로 미루어, 판단컨대 방송의 공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공적의

이면에 성공적인 노후에 필수적인 영역, 즉 재무-건강-관계-여가, 4개

major 부문을 균형적으로 다루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콘텐

도, 일례로 종편채널(지상파도 대동소이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를 지향하는 소통 프로(속풀이쇼 동치* , 사노*면, 소나*, 아내가 뿔*다, 김*동의 톡투유,

유*식 상팔자 등) 보다 건강, 음식프로(나는 자연*이다, 엄*의 제왕, 내몸 사*설명서, tv

주치의 *터지바고, *는 몸신이다, 먹*리 x 파일, 구원의 *상, 알*란, 황금*, 미각여* 오곡

*, 냉장고를 *탁해, 신인류 *품관 등)이 월등이 많다. 바야흐로 성공적 노후의 삶이 준비

되도록 여가, 프로보노 봉사를 포함하여 균형 잡힌 전체영역(재무-건강-관계-여가)에 있

어 선진국처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정기적으로, 빈도를 늘려 제공되어야

할 때이다.
31) 2013년말기준, 약 천조원 ; 개인이 100세까지 살며 24시간 내내 만원권을 세기만

(count)하여도 28세손까지 이어가며 세어야 겨우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가계 빚 총합이

이미 심각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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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구성하지 못하고 유독 건강영역에만 지나칠 정도로 방송사간 경쟁

적으로 접근했던 trends(반복송출, 유사 프로그램의 경쟁적 송출 등 ;

마치 “건강=good shape” 의 개념으로, 외모 지상주의를 지나치게 부각시

킴으로써 어른이 되어도 어른스럽지32) 못한 사회의 쓴 단면을 의도하지

않게 초래하였다) 또한 방송역할의 긍정적 성과 뒤에 숨은 쓴 단면일 것

이며 이는 우리 몸에 편식이 바람직하지 않듯 시민의 재무-건강-관계-

여가 등 필수영역에 균형 잡힌 노후 삶 준비에 일면 부족함의 빌미가 되

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공적인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TV방송 프로

그램이 향후로는 균형성을 갖고 각 분야를 골고루 아우르도록 전향적인

개편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후준비를 위한 제반 제언들은 노후에 임박해서

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날로 늘어나는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소

득(보존)지원 정책을 찾는 것은 머지않아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 라

는 한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기부터 안정적 일자리 제공,

여가,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이 단발적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일부로 정착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생애설계로서의 패러다

임 전환이 필수불가결 하다 할 것이다. 학계 에서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감으로 에코세대를 포함한 다수 시민들이 균형 잡힌 정보에 입각

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기초(base)단계 에서부터 지원해야 할 것

이며 노후준비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는 회사도 구성원의 은퇴 후 삶

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배전의 노력

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밖에도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정책의 일환으로 황혼이혼

증가 트렌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부부관계 강조 프로그램의 증가

와 선진국에서의 은퇴부부의 성공적 삶에 관한 프로그램 소개가 필요하

며 상속, 유산증여에 수반하는 직계 존비속간의 다툼, 비극적 결말 등의

32) “가벼움의 존재” ; 유사이래, ‘어른’이란 어감 또는 존재가 주었던 문제해결의 방향성

제시, 사회기여, 귀감, 책임감 등 많은 바람직한 역할은 옅어지고, 사라지고 도리어 이젠

소위 ‘공주병-왕비병-피터팬증후군’과 같이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이며 젊어 보이

는 것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량화된 “가벼운 어른의 모습”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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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보듯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가족내 · 세대간 관

계강화 프로그램, 상처치유, 소통 등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해

외 tv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등의 도입이 필요하며 은퇴세대가 본인의 전

성기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동기부여가 수반 될 수 있는 여가활

동(프로보노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가 프로그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 연계 및 정보공유 등의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예리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후지원 설

계 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사회적 인프라가 일정 수준정도 갖추어지기 전

까지는 신설 법안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명시하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

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노후 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는 법률·제도·전달체

계·방송은 물론 그 밖에 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복지분야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긴밀하다 할 수 있는 그 밖의

변인들을 폭넓게 제시하지 않고 그 중 일부 요인에만 한정하여 연구함으

로써 모든 변인간 변화의 차이와 양상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시 서울시, 고양시에 거주하는 성인(주로 40 ~ 60대)

중 연구자 관계중심으로 무작위 추출 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구대상 선정

에 편중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

으로 확대 해석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1차 설문

조사와 2차 심층 인터뷰에서 에코세대 등 젊은 세대를 많이 포함하지 못

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론

을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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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1. 귀하의 성별은? ➀ 남자 ➁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➀ 20~29세 ➁ 30~39세 ➂ 40~49세 ➃ 50~59세 ➄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➀ 중학교 이하 ➁ 고등학교 ➂ 전문대 및 대학교 ➃ 대학원 이상

4. 현재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➀ 미혼 ➁ 기혼(배우자 있음) ➂ 기타(사별, 별거 또는 이혼)

5. 현재 귀하의 가족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➀ 독신가구(1인) ➁ 부부가구(2인) ➂ 핵가족(부부+자녀) ➃ 확대가족(조부모+부부+자녀)
6. 귀하는 결혼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➀ 원한다 ➁ 혼자가 되면 동거 하겠다 ➂ 원하지 않는다 (※ 이유 : )

7. 귀하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➀ 자영업 ➁ 직장(홑벌이) ➂ 직장(맞벌이) ➃ 기타(실직 등)

8. 귀하 또는 배우자의 가계 총소득은 어느 수준입니까?
➀ 100만원 미만 ➁ 100~199만원 ➂ 200~299만원 ➃ 300~399만원
➄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9. 노후관련 분야중 귀하의 가장 주된 관심영역은 무엇입니까?
➀ 재무 ➁ 건강 ➂ 사회적 관계 ➃ 여가

10. 귀하는 노후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➀ 형제, 친구, 이웃 등 주위 사람 ➁ TV, 인터넷 등 ➂ 보험사, 은행 등
➃ 근무 중인 회사 ➄ 주민 센터 등 국가(공공기관)

11. 노인복지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➀ 정부(국가) ➁ 가족(본인, 자녀) ➂ 사회복지단체 ➃ 회사 ➄ 지역사회

12.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재무 ➁ 건강 ➂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➃ 여가 ➄ 기타( )

13.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 아래 예시중 어떠한 노후준비 지원정책이 필요합니까?
(1순위 : 2순위: 3순위: )

Ⅰ. 일반적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ü”표 해 주십시오.

※예시 : 세제지원/ 금전지원/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 배우자·자녀와 유대강화 교육/
취업 ·창업 직업훈련/ 여가생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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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7)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귀하는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관련된 법

을 알고 계십니까? (예; 사회보장법, 저출산·

고령화법, 노후준비 지원법)

2

귀하는 그 법이 제공한 서비스가 귀하의

노후준비 정도에 도움을 주었다고 만족하

십니까?

3
국민연금 공단에서 무료 노후설계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가 귀하

의 노후준비 정도에 도움을 주었다고

만족하십니까?

5
TV에서 노후준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경험 하셨습니까?

6
TV에서 제공한 노후준비 설계서비스 프
로그램이 귀하의 노후준비 정도에 도움
을 주었다고 만족하십니까?

7
노후준비와 관련한 프로그램 방송 횟수가
증가되기를 희망하십니까?

Ⅱ.
귀하가 느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ü”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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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영역>

문항(1~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노후에 쪼들리지 않도록 재무적으로 준
비하고 있다

2
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부동산 등 노
후 소득보장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3 나의 노후자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소비습관과 자산, 부채 규모를 종종 점

검한다

5 나는 평소 저축, 투자정보를 열심히 수집한다

6
은퇴이후 귀하와 배우자의 예상 월생활비는
얼마( 만원)이며 준비는 잘 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귀하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수 영역별 준비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ü”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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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역>

문항(1~8)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다

2 나는 성인병 피하려고 체중관리와 식단관리 한다

3 나는 음주, 흡연을 피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4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5
귀하는 최근 6개월간 규칙적으로 체조나 운동

하셨나요?

6 나는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는다

7 나는 항상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8
동년배에 비교한 귀하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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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영역>

문항(1~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배우자와 많은 대화 나누려고 노력한다

2 나는 언제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있다

3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참여하고 있다

4
나는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5
귀하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형제자매, 친
구, 이웃으로부터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요?

6 귀하는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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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영역>

문항(1~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귀하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후 약 8만시간
의 여가시간이 주어지는 사실을 알고계십니
까?

2 나는 규칙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3
나는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참여하려고 노력

한다

4
나는 여가생활 위한 교육, 강습회에 참여할 것이

다

5 나는 노후의 취미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6
나는 퇴직후 건강, 노화이해, 인간관계, 시사,
외국어 등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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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SUNG W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mphasize on urgency for 

adoption of policy which enforces post-retirement environment 

by modifying related laws and schemes in a national perspective 

and connecting them to private resources and to fi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assuming that individual perception and level 

of readiness for post retirement period are not desirable today 

when people are living in so-called "Era of Centenarians"  due 

to increase of life expectancy and retirement of baby boomer 

generation have already occurred and the our society is not fully 

ready to face ‘super-aged-society’ in the near future, which 

may result in social problems. 

By conducting survey, level of readiness of  finance, health, 

human-relations and leisure which are main factors for 

successful post retirement period were measured. The survey 

was performed after environmental factor including law, schemes, 

institutions and media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participants' sex, age, level of education, income, the number of 

family, marriage among population and social factors were 

selected as control variables. Intensive interviews with 10 

persons were added. 

The survey for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table tennis court 

and a church located in Eunptoung-gu, Seoul and city of Goyang, 

Kyounggi-do and basic statistics, reliability, corrleation, mutiple 

regrression analysis were completed based on data from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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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who responded suitabl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71.1% of the participants marked their level of readiness for 

post-retirement period as 'below average' and appropriate 

monthly living expense for a couple as '2,970,000 KRW, and 

responsible entity of readiness for post-retirement as 'nation' 

rather than him/her self or family. Also it was discovered that 

preferred area of consultation for post retirement planning were 

health support program, financial aid and leisure. 

On the other hand, 7 hypothesis including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st retirement readiness environment and 

level of readiness for post-retirement etc. were supported with 

a slightly low level and followings were deduced after adding 

result of the intensive interviews. First, modification of helpful 

laws and schemes appeared to be required. Second, healthy 

monitoring is needed for soft landing of newly- established 

‘post-retirement-support-law’ in our society. Role allocation 

and smooth collaboration has to be made to deliver the service 

among responsible government body(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mplementation body(NPS) and  main service 

institution(Local Residents Autonomy Center, Genearl Welfare 

Center). Third, Steady and continuing benchmarks of advanced 

countries' case are required. Fourth, The importance of medias 

led by TV is very huge. We need to ensure the balance of its 

contents ; finance-health-relationship-leisure. We should maximize

its effectiveness by ensuring the frequency of the release with 

the thoughts of the characteristics which the retirement 

readiness requires time. Lastly, steady academic research is also 

required to help healthy decision making and form reasonable 

public opinion by providing balanced information to the whole 

nation including eco-generation. And Business communities as 

one axis of the parties should made the efforts so as to 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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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after retirement of the employees 

key words : the third age, life expectancy, csa, retirement 

support, environmental factor, readiness for retirement

Student Number : 2015-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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