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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고령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수요자 측면의 연구대상자들이 고령화 사회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Q 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크게 3가지로서 퇴직 이후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겠다는 자유주의 관점, 경제적 자립을 중시

하는 자립적 복지의 관점,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적 관점으로 대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령화 사회에 대한 상이한 인식유형의 규명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각 인식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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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화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구구성의 근본적인 변화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시작으

로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공경사상이 덕목으로 강조되고 

그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핵가족화를 겪

게 됨에 따라 고령자의 우울감, 자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미

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계산하는 고령화 지수는 2003년의 41.3%에

서 2013년 83.3%로 증가하였고, 전체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은 2013년 

12.2%이었으며 2030년 24.3%, 2050년 37.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3).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며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모두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만 있을 뿐 실제적인 진단과 대책마련은 부족한 실정

이다. 이는 다음의 다양한 원인에 기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학문적으로 고령화 사회

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추

이의 변화를 토대로 규범적이고 개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증연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정순돌･김성원, 2012). 특히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

수인데 반하여 행정학분야의 연구가 특히 부족하다. 

둘째, 정책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거시 데이터만을 근거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

였기 때문에 정책수요자의 인식과 세대 간 갈등 등 주관적인 변수가 고려된 정책은 찾아보

기 어렵다. 인간의 주관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가운데 관찰된 현

상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과정 중에 정책

행위자의 주관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

실이다(Kim, 1991). 아울러 진리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도 주관성에 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대상자들이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유

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본 연구는 정책대상자의 인식과 괴리된 정책공급자 관점의 대응방안이 아

닌 수요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 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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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주관성의 과학을 추구하는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 방법론은 Q 

진술문의 작성이 핵심이므로 본 연구의 Q 진술문은 고령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김순은, 2007). 기존의 고령화 사회에 연구들은 크게 고령자 복지, 노동시장과 

재정부문의 변화 등 경제문제, 세대 간 갈등과 인식 등 사회학적 논의, 생활환경 및 인구지

리학적 접근, 기타 정책적 접근 등으로 대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술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고령자를 연구하는 주요한 학문분야, 즉 복지, 보건, 행정학 등의 주요 학회지를 중심으로 

고령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1)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

다. 네 가지 분야는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 복지 문제, 노동시장 변화와 거시 경제 및 재정 

변화 등 경제적 문제, 세대 간 갈등 및 고령화 인식에 관한 사회학적 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인구지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도시정책적 대응 등이다. 

1. 고령자 문제와 복지제도

고령자의 문제에 대해 학자마다 상이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와이너(Weiner)는 

고령자 문제의 근원적 영역과 그것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고령자 문제를 경제적 

문제(은퇴 후 소득상실), 신체적 문제(건강의 악화 및 질병의 문제), 사회적 문제(사회적 지

위 또는 역할의 상실) 등으로 제시하였으며(김호식 외, 2005 재인용) 다른 학자들은 4대 고

령자 문제로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주장하기도 한다(김경래, 2011; 김익균 외, 2002; 김양

명･오석연, 2008). 결국 고령자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역할상실, 소외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에서 예시한 고령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고령화 사회의 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방

식의 복지제도와 지원수단 등이 언급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고령자의 복지제도 자체의 

1) 고령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바 주로 10여년 전인 2004년 이후의 문헌을 중심으

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국내문헌의 경우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행정학보 등 행정학의 주요 등재지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사회학의 경우 한국사회학, 사회과학연구논총, 
지리학의 대한지리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등을 참조하였다. 외국문헌의 경우 주요 노년학 저널

인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The Gerontologist와 사회정책과 관련한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등을 통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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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뿐 아니라 일자리정책, 교육정책 등의 연계성이 강화된 종합적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김양명･오석연(2008)은 교육, 노동, 복지의 연계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으로 노동과 복

지를 구현하고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령화

로 인한 사회의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정부문 및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의 변화 등을 제시한 연구(김경호, 2004)는 보편적 복지기조에 따른 일률적 연금지원과 선

별적 복지에 따른 소득 계층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복지제도 확충

과 더불어 일자리 마련 사업과 실버산업의 육성 등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을 장려함으로써 

고령자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관성된 집행체

계 미비로 인한 종합적 복지제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김태한･고준기, 2013; 조현･강인

순, 2004). 이에 많은 연구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 노동, 복지 등의 연계정책과 담

당기관간의 업무 협력의 강화(김희연, 2009; 김양명･오석연, 2008) 및 고령자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김미혜 외, 2011)를 제안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미흡한 대비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

조된다(이주헌･박치성, 2010).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영역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협동이 증가

함에 따라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2. 경제적 영향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사회부담률, 저축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크기를 밝히거나, 사회부담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의 변화정도를 추정하고 있다(윤석완, 2010; Cutler et al., 2013; 백정현, 2005; 유영성･임영광, 

2012).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생애주기 적자(life-cycle deficit)’로 개

념화하고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적자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한 결과 2048년의 

적자지수는 350으로 2008년 대비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gtsson and Scott, 

2010). 커트러 등(Cutler, et al., 199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고령화는 경

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저축률의 감소 및 투자의 감소로 초래

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되었다(남상호 등, 2013 재인용).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전 사회의 절대적인 부담의 크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중

론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선진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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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백정현, 2005; 유영성･임영광, 2012; 남상호 등, 2013). 저개발 국가의 경우 고령화는 영

아사망률의 감소와 더불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뜻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될 수 있다. 반면 선진국의 고령화는 주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증가 때문이며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Bengtsson and Scott, 2010; 

남상호 등, 2013: 1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진전에 따라 

1인당 GNI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김병덕･이석호, 2011).

고령화 사회는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

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윤석완, 2010)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방세 수입은 감소와 지출증가를 야기하여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곽채기･김병수(2012)의 연구는 213개 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216개)를 대상으로 

1997~2007년까지 지방세입 및 세출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지방세입 중 보조금 및 제방세외수입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는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의 근로역량을 강화시키자는 논의가 많은 

편이다. 고령자를 위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자립적 지원으로 대분되는데 2000년대 중반부

터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보다 활동적 노년을 중시하는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적 지원이 보

다 강조되는 추세이다(백정현, 2005; 원종학, 2005; 김희연, 2009; 김경호, 2004). 구체적인 정

책 수단으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를 권장하는 취업촉진제의 도입, 취업 인프라의 확충 

등과 사회참여뱅크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안되고 있다(백정현, 2005). 지방정부도 지역여건

에 맞춰 고령자의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그중 경기지역은 고령자인력 활용현

황을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노동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김희연, 2009). 

고령자 정책의 국가 간 비교연구(원종학, 2005)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보다 취

업촉진정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절의 논의가 세계적으로 선

호되는 정책임을 보였다. 

직접적인 취업지원보다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같이 교육을 통해 고령자의 동기 및 삶의 자

세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나항진･김형수, 2012; 전병관, 2006).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령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인구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

령자를 위한 취업지원은 고용시스템 및 노동시장 제반의 대한 법･제도적 고려뿐 아니라 고

령자의 심리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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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학적 논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학적 논의는 ‘세대 간 갈등’과 ‘고령자의 정체성 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고령자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의 증가와 

일자리 배분의 역차별 때문에 발생한다. 과거 세대 갈등이 정치이념의 차이에 기인하였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요인이 주요하게 부각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신체발달상황과 교육

과정의 이수시점 등을 토대로 피부양층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대해 예측하기 쉽다. 반면 고

령자들은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시점까지의 잠재적 부양기간을 추

정하기 힘들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젊은 세대가 고령자 세대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Saraceno, 2010). 현재 난항 중인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에 대한 합의안 도출과 고령

인력의 활용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는 향후 세대 간 갈등이 얼마나 심해질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조현･강인순, 2004; 김태한･고준기, 2013), 

다음으로 고령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노화와 노년의 삶 

및 역할 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우리

나라의 고령자는 스스로 과거 전형적인 초라한 노인이미지에서 벗어나 ‘젊고 활기찬 신 노

년’으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한다. 은퇴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활력 있고 적극적인 고령자로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김지혜･조성

남, 2004; Weiss and Lang, 2012). 즉 고령자 스스로 가족이나 사회 부양의 대상이 아닌 독립

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4. 도시정책에 관한 논의 

고령화 사회의 도시정책에 관한 연구는 ‘고령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와 ‘고령자의 사

회자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

에 따른 사회, 경제, 공간적 영향과 이에 대한 법･제도 및 외국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

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도시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로 고령자 친화적인 지

역사회 건설, 인프라 확충, 세대 공존형 및 은퇴자 주택의 공급 확대 등이 논의된다(이상대 

외, 2011). 임호(2012)는 고령자가 처한 열악한 경제여건, 보건･의료수요 급증, 소극적 사회

참여 및 여가활동, 도심 인프라의 취약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재생사업과 고

령친화적 커뮤니티 조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친화적 생활환경의 조성에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사회 또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데 지역 맞춤형 소득 및 일

자리 창출 기회 제공,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 주택･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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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반 조성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임호, 2012). 고령자의 근린환경 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연구도 있다. 수도권의 고령화는 도심지역에서 외곽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건축연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최재헌･윤현위, 

2013). 고령자들이 주로 이동하는 원인도 주택 노후화 때문이다(민성희･박정호, 2012). 상기 

연구들을 통해 향후 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고령지역

의 도시 인프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년학 연구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들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에 주목하고 있다(조현･강인순, 2004; 김양명･오석연;2008; 

장수지,2010).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은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망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서서히 사회로부터 분

리된다는 것이다. 반면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연속이론(continuity theory)은 노화로 인한 사

회적 분리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고령일수록 사회활동을 통한 연속적인 사회

적 관계의 유지 욕구가 크다고 본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이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위축감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수지, 2010). 최근에는 이러한 활동이론 또는 

연속이론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크고 탄탄할수

록 고령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장수지, 2010; 강소랑･문상호, 2012). 이

와 같은 논의는 건강한 노후에 사회자본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이미 정착된 현대사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가족의 심적･물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친구 또는 지역사회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면시간이 많지 않은 가족보다 지역사회와 지역의 양로원 등에서 같은 입장의 고령자들로

부터 심적 안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Cantor, 1991; Yeneralla, 2003; 이현기, 2012). 이는 

사회자본 축적에 용이한 도시환경의 속성이 고령자의 소속감 증대 등을 통해 고령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Q 진술문의 작성

앞 서 살펴보았듯이 고령화에 대한 연구들은 현황을 기술적으로 요약하거나 과거 연구자

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만 주로 다루고 있어 고령자 문제에 

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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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심리적･통계적 도구

인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심리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스티븐슨(Stephenson)이 개발하여 브라

운(Brown) 교수에 의하여 발전된 Q 방법론은 ‘주관성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

고 있기 때문에 주관성 연구에 적합하다(Brown, 1980). 

전통적인 실증연구는 연구자의 조작에 따라 변수와 척도가 결정되며 연구대상자는 수동

적으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와 변수를 선택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외적관점이 더욱 중시된

다. 그에 반해 Q 방법론은 연구자보다 연구대상자의 내적 관점에서 조작적(operantly)으로 

결정되는 행태와 태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이는 Q 방법론이 상호관계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양자역학이론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Brown et al., 1999). 

정책이 다수 정책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역

동적인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때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Q 방법론의 효

용성이 크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영향에 관한 각 분야의 문헌 검토를 통하여 Q 진술문을 작성하

고 이해 관계자를 연구대상자(P-sample)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엄밀한 무작위 

추출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연령, 직업, 성별을 고려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Q진술문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고령화 사회의 이슈를 다음의 네 가지 관점으로 범주화하였다. 네 가지 관점은 ①고령자 복

지제도, ②경제적 영향, ③사회학적 문제(세대간 갈등 및 인식), ④도시정책적 논의 등이다. 

이 네가지 관점은 Q 진술문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작성된 진술문은 

응답 대상자의 선별을 통해 개별요인 구성의 원자료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상기에서 분류한 고령화 사회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35개의 진술문을 도출

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진술

문들은 비구조적인 방식에 따라 도출되었다(Brown, 1980).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고령화 사

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에서 공통적으

로 제기된 주장 및 어구, 문장을 기초자료삼아 본 연구의 4가지 분류 유형에 따라 비교적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하였다. 

고령자 복지의 관점에 따라 분석된 연구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주로 고령자 빈곤, 부양 및 

보호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고령자들의 소득보장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와 고령자의 생산성을 바탕으

로 향후 고령자 인력의 활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정책 등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의 관점인 세대 간 갈등 및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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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번호 구체적 질문내용

고령자
복지

2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자빈곤 완화에 효과적이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선별적 복
지를 실현할 수 있다.

3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5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 노동, 복지의 연계정책이 필요하다.

6
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등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8
고령화 사회의 예산은 고령자복지시설의 질 강화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연금액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19 현재의 고령자복지제도는 체계가 없는 것 같다. 

21 고령자복지정책의 부족한 부분은 시민사회가 보완하여야 한다. 

24 현재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통해 내가 수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33 노후설계는 국가의 연금보다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4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층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
영향

4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지원이 바람직하다.

10 고령화는 저축률을 높여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11 고령자복지란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14 고령사회의 문제는 연금문제보다 생산성 감소에 있다.

26 제도나 정책과 상관없이 은퇴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 

28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예산을 쓰는 것보다 저소득층 복지 또는 기업투자 및 고용촉진 부
분에 예산을 써야 한다. 

30 노후에 한국보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거나 물가가 싼 외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 

나타날 수 있는 부양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이 야기할 지도 모르는 세대 간 갈등 및 고령자

의 정체성 등을 논의하였다. 넷째, 도시정책적 논의는 향후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도시의 공간 및 사회관계 등 지리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각 관점의 공통점은 대응방안에 있어

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처방이 주를 이루었으나 일부 본인이나 가족과 사회의 방안도 포

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Q 진술문은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 복지제도와 관련된 진술문이 10개, 고령화 사

회와 경제문제를 다룬 진술문이 7개, 고령화 사회의 사회학적 논의를 다룬 진술문이 9개, 도

시정책과 관련된 진술문이 9개로 구성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행정가,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이슈들도 포함시켰다. 상기의 틀에 따라 추출된 영역별 진술문은 

<표 1>과 같다. 도시정책에 속하는 진술문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상기 3개의 관점과 중첩되어 

배타적일 수 없으나 정책의 주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1> 각 영역별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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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갈등 및

인식

1 현재의 젊은 세대가 고령자세대를 위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 같다.

7 현재의 연금납부액은 과도한 수준으로 불합리하다.

9 현재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젊은 세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15 사회에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18
현대의 고령자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고령자와 차별된
다. 

27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현재의 취업난은 직접적으로 고령자정년연장에 기인한다. 

31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자의 정년 연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고령자를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학비지원이나 보육지원 등 교육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도시
정책

12 우리 동네에 고령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불편할 것 같다. 

13 고령자들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은 불필요한 정책이다. 

16 현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고령자의 취업에 연결된다

17 나의 노후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더 힘들 것 같다.

20 노년에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 

22 고령자의 가족보다는 친구를 통해 소외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3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은 국가보다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고령사회는 사회자본으로 해결될 수 있다. 

35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 양로원이나 경로당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2. 연구 대상자(P 표본)의 설정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구 대상자의 인식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대상인 P 샘플은 세대별로 20-30대 10명, 40-50대 8명, 60-70

대 각 9명, 총 27명을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성별 등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도 고려하였다 Q 연구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는 

대상자의 선정시 배경적 변수를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연구들이 고령화에 대한 세대별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본 연구도 가설발견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연령대 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선정하였고 성별로도 남

성 14명, 여성 13명으로 구성하였다. 직업별로 학생이 10명, 자영업 및 사업가 4명, 공무원 

및 정치인 4명, 회사원 3명, 전문직 5명, 기타 1명으로 구성하여 인구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

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물론 본 연구도 연령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대상자 직업분포에 대한 고려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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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Factor 2 Factor 3 나이 성별

1  0.5233X  0.2152 0.3065 20 대 여 

2 0.4842  0.5528X 0.0578 20 대 여

3  0.6352X -0.1074 0.2195 30 대 여

4  0.6888X -0.0170 0.0000 20 대 여

5  0.6090X -0.1093 0.0910 30 대 남

6  0.5436X -0.1085 0.3709 30 대 남

7  0.6417X  0.0191 0.0796 30 대 여

8  0.4249X  0.0409 0.3059 20 대 남

9 0.4707 -0.4367 0.3731 20 대 여

10  0.7135X  0.1523 0.1868 30 대 남

11 0.1598  -0.4945X 0.0227 50 대 여

12  0.5554X -0.0247 0.2821 40 대 여

13 0.2899  0.5031X 0.2352 50 대 남

14  0.6856X 0.0035 0.0864 60 대 남

15  0.5644X 0.3087 -0.0134 40 대 여

16 0.2203 0.0354  0.3801X 60 대 여

17 0.2534  0.6336X 0.0675 60 대 남

18 0.0421 0.2090  0.7621X 70 대 남

19 0.1310 0.0861  0.8788X 70 대 남

20  0.3437X 0.1720 0.0709 60 대 남

Ⅳ. 자료의 분석 및 해석

1. 요인 분석표

Q 방법론의 요인분석 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3가지 유형(Q 요인)으로 도출되

었다. 이들 요인은 동일한 견해를 갖는 연구 대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요인 1은 전체 27

명의 p 표본 가운데 16명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연령별로는 20-30대 8명, 40-50

대 5명, 60-70대 3명이 속해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명, 여성이 8명이었다. 두 번째 연구 

대상자의 집단인 요인 2는 총 6명이 속해 있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30대가 1명, 40-50대

가 3명, 60-70대 2명, 성별로는 남녀 각각 3명이었다. 세 번째 집단인 요인 3을 구성하는 연

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모두 60-70대 응답자들이었으며 남성 3명, 여성 1명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P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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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술문 요인 1 요인 2 요인 3

1 현재의 젊은 세대가 고령자세대를 위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 같다. -1 -4 1

2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자빈곤 완화에 효과적이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
으로 선별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0 0 3

3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1 -3 -1

4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지원이 바람직하다. 3 2 3

5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교육, 노동, 복지의 연계정책이 필요하다. 4 0 2

6
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등으로 복
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1 1 2

7 현재의 연금납부액은 과도한 수준으로 불합리하다. -1 1 -3

8
고령화 사회의 예산은 고령자복지시설의 질 강화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연
금액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0 4 -2

9 현재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젊은 세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0 -2 -1

10 고령화는 저축률을 높여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3 0 2

11 고령자복지란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2 3 0

12 우리 동네에 고령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불편할 것 같다. -2 -2 -2

13 고령자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불필요한 정책이다. -4 -1 1

14 고령사회의 문제는 연금문제보다 생산성 감소에 있다. 1 0 -1

15 사회에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4 -3 1

16 현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고령자의 취업에 연결된다. -1 0 -3

17 나의 노후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더 힘들 것 같다. 1 -2 -1

21 0.4459  -0.6393X 0.2295 40 대 여

22  0.5976X -0.3821 -0.1150 40 대 여

23 0.0580  0.4241X 0.1984 60 대 남

24  0.4133X 0.0442 0.3815 60 대 남

25  0.6548X 0.2085 0.4078 50 대 남

26  0.4451X 0.1848 0.1541 40 대 여

27 0.0468 -0.0352  0.9058X 60 대 남

 * X가 표시된 연구 대상자가 각 요인에 속한 응답자임

2. 자료의 분석

각 Q 요인별 분석내용과 각 Q 진술문의 요인가는 <표 3>와 같다. Q 방법론을 이용한 연

구에서는 Q 진술문 가운데 +4, +3, -4, -3의 요인가를 받은 진술문이 응답자의 견해를 대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문을 중심으로 각 요인을 설명한다. 

<표 3> 진술문의 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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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대의 고령자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고
령자와 차별된다. 

2 -1 -3

19 현재의 고령자복지제도는 체계가 없는 것 같다. 2 -2 -2

20 노년에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 -1 -3 1

21 고령자복지정책의 부족한 부분은 시민사회가 보완하여야 한다. 0 -1 0

22 고령자의 가족보다는 친구를 통해 소외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0 0 2

23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은 국가보다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2 3

24
현재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통해 내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3 0 0

25 고령사회는 사회자본으로 해결될 수 있다. 0 2 -2

26 제도나 정책과 상관없이 은퇴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 4 1 -1

27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1 -4

28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예산을 쓰는 것보다 저소득층 복지 또는 기업투자 
및 고용촉진 부분에 예산을 써야 한다. 

-1 2 0

29 현재의 취업난은 직접적으로 고령자정년연장에 기인한다. -3 1 -4

30
노후에 한국보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거나 물가가 싼 외국에서 노년을 보
내고 싶다. 

-2 -1 0

31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자의 정년 연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 4

32
고령자를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학비지원이나 보육지
원 등 교육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0 3 1

33 노후설계는 국가의 연금보다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3 0

34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층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4 4

35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 양로원이나 경로당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2 1 0

1) 요인 1(자유주의 관점)

요인 1은 고령화 사회를 정부보다는 고령자 자신이 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집단

이다. 가능하면 스스로의 책임과 노력으로 삶의 행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이념

이 두드러진 집단이기 때문에 요인 1은 “자유주의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은 기회균등의 체제 하에서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현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혜적인 정책보다는 스스

로의 노력이 수반되는 일자리를 통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요인 1의 응답자들은 고령자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의 정책도 이에 부응하

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자신의 취업을 의미한다. 즉 “제도나 정책과 상관

없이 은퇴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진술문 26에 +4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족의 부

양의무에 반대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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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술문 27에 –3을 부여하는 데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역시 자유주의 이념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4에 +3의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요인 1의 응답자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 노동, 복지의 연계정책이 필요하다”는 진술문 5에 +4를 부

여함으로써 단편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교육, 노동, 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정책 마

련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고령자의 취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즉 청년실업과 고령자 취업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보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취업난은 직접적으로 고령자 정년연장에 기인한다”는 진술문 29

에 –3을 부여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논리적으로 보편적 복지에는 부정적이다. 우선 일자리를 강조한 응답자들은 자신

들이 받을 복지 혜택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수긍하고 고령자의 복지혜택도 소득계층

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층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34와 “현재의 고령자 복지

정책을 통해 내가 수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는 진술문 24에 각각 +3을 부여

함으로써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령화를 대비하지만 고령자의 취업이 저축률을 

높일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는 저축률을 높여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술문 10에 –3을 부여함으로서 고령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만 기타

의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사회에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진술문 15에 –4를 부여함으로써 고령자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도시 인프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요인 1의 응답자들은 도시정부의 역할

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고령자들은 보행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고령친화적인 사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은 고령자의 생계는 고

령자의 취업 등으로 해결하되 도시 인프라의 확충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식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불필요한 정책이다”는 진술문 13

에 –4를 부여함으로써 나타났다. 반대로 해석하면 고령자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반

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요인 1의 응답자들은 은퇴와 정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

생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의 인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대응은 고령자의 소득보장보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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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원과 이를 위한 고령친화적인 환경조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인 1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진술문은 <표 4>과 같다.

<표 4> 요인 1의 주요 진술문

Q 
요인가

Q 진술문

자유주의
관점

4
5.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 노동, 복지의 연계정책이 필요하다.

26. 제도나 정책과 상관없이 은퇴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 

3

4.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지원이 바람직하다.

24.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내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34.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층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10. 고령화는 저축률을 높여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27.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현재의 취업난은 직접적으로 노인정년연장에 기인한다.

-4
13. 고령자들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은 불필요한 정책이다. 

15. 사회에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 요인 2(자립적 복지의 관점) 

요인 2 유형의 응답자는 주로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를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되 정부의 지원은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자립적 복지의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응답자들은 노후 설계는 1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은 

“노후설계는 국가의 연금보다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라는 진술문 33에 +3을 

부여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립적 복지의 관점은 논리적으로 정부예산은 개인적인 차

원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자를 위한 지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고령자에 대한 지

원도 복지시설 확충보다는 경제적 자립 여건 마련 위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뿐만 아

니라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고령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데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이는“고령화 사회의 예산은 노인복지시설의 질 강화보다 개인

에게 돌아가는 연금액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진술문 8,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보다 소득계층 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34가 각각 +4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응답자들이 미래 세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

능한 자립적 고령자 복지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고령자를 위한 여가시설보다는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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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교육과 보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고령자를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학비지원이나 보육지원 등 교육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

이다”는 진술문 32에 +3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현재의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위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 같다”는 진술문 1, 

“사회에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진술문 15에 –4, -3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견해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다. 즉 미래 세대를 염두에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고령자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은 물론 고령자가 사회에 기여할 

바가 없다는 데에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적 복지의 관점을 지닌 응답자들은 현재 정부정책이나 시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문 3, “현재의 노인복지제도는 체계가 없는 

것 같다”는 진술문 19에 –3, -4를 부여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 때문에 고령자의 거주지 고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

지 살아온 곳에서 계속하여 머물고 싶다는 의향을 “거주지 고착(Aging in place)”이라고 한

다. 요인 2의 응답자들은 “노년에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진술문 20에 –3을 부여함으로써 높은 거주지 고착의사를 표시하였다. 요인 2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진술문은 <표 5>와 같다. 

<표 5> 요인 2의 주요 진술문

Q 요인가 Q 진술문

자립적
복지의 
관점

4
8. 고령화 사회의 예산은 노인복지 시설의 질 강화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연금액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34.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층 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11. 노인복지란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32. 고령자를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학비지원이나 보육지원 등 
교육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33. 노후설계는 국가의 연금보다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3.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15. 사회에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0. 노년에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

-4
 1. 현재의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위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 같다. 

19. 현재의 노인복지제도는 체계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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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 3(제도적 관점) 

요인 3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와 대응을 주로 정부의 제도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관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고령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지

와 경제력이 있다는 점과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점에 크게 반대한다. 이들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고 보고 있다.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27에 –4를 부

여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요인 3의 응답자들이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정부의 책임은 일자

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밖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요인 3의 응답자들

은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지원이 바람직

하다”는 진술문 4에 +3,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의 정년 연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진술문 31이 +4를 부여함으로써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대한 정년연장 

등이 청년층의 취업난과 연계되어 있다는 데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진술문 29, -4).

고령자의 취업에 동의하는 요인 3의 응답자들은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재

취업과 관련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현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노인의 취업에 

연결 된다”는 진술문 16에 –3을 부여함으로써 강하게 부정하였다. 

정년이 연장되거나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경

우 고령자에 대한 돌봄은 정부의 책임이 되는 것이 논리적 수순이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은 고령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요인 3의 응답자들은 인식하

고 보편적 복지에는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

층 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4에 +4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견해를 표출

하였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요인 3의 인식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기초노

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에 효과적이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실

현할 수 있다”는 진술문 2에 +3을 부여함으로써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선별

적 복지에 대한 인식은 연금납부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연금납부

액은 과도한 수준으로 불합리하다”는 진술문 7에 –3을 부여함으로써 강하게 부정하였다. 

요인 3의 응답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

이한데 복지에 관한 사항은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고령 친화적인 생활환경

의 조성은 지방정부가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은 국

가보다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23에 +3을 부여함으로써 동의하

고 있다. 요인 3의 주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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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인 3의 주요 진술문

Q 요인가 Q 진술문

제도적
관점

4
31.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의 정년 연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층 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에 효과적이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선
별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4.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지원이 바람직하다.

23.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은 국가보다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7. 현재의 연금납부액은 과도한 수준으로 불합리하다. 

16. 현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노인의 취업에 연결된다. 

18. 현대의 노인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노인과 차
별된다. 

-4
27. 고령자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현재의 취업난은 직접적으로 노인정년 연장에 기인한다.

4) 각 관점의 비교분석

진술문 4, 34, 6, 12, 31은 모든 관점에서 유사한 값은 얻은 진술문들이다.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소득보장보다 일자리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4와 ‘소득계층별 지원이 바람직하

다’는 진술문 34가 각각 요인 1,3과 1,2,3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이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

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공통적인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낮은 값

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6번 진술문‘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

적으로는 부족해도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등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에서 경제부문 못지 않은 여유로운 삶에의 지향을 엿볼 수 있으며, 12번 진술문 ‘우

리 동네에 고령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불편할 것 같다’에 –2값으로 공통된 인식

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나 부정적 인식이 크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한편, 31번 진술문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자의 정년 연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나타난 공통된 인식은 고령화 진행으로 정년연장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불가피

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진술문은 비교적 각 요인 간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보였다. 상기에서 논의한 합의

된 진술문들이 각 요인간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지만 이 외 +3,+4, -3, -4 값의 

진술문들이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각 요인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다.2) 즉, 요인 

1과 2의 상관관계가 0.15, 요인 1과 요인 3의 상관관계가 0.34, 요인 2와 요인 3의 상관관계

2) Q방법론의 특성 상 상이한 관점을 설명할 때에는 진술문의 요인가 가운데 극단값 +3,+4, -3, -4 값만

을 고려하지만 공통 진술문의 경우에는 그 밖의 값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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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0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위의 공통된 진술문보다 각각에 분포되어 있는 차별된 진술

문 및 요인의 특성을 통해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요인 1의 자유주의 관점은 현재 정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여 은퇴 후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하겠다는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고령화 사회의 인프라 등을 중요하다

고 여긴다. 이를 선행연구의 네 가지 카테고리 및 그에 따라 도출된 진술문의 관점과 연결

지어 볼 때, (+)로 나타난 주요 진술문 5개 가운데 복지관련 진술문 3개, 경제 관련 진술문 

2개로 각각 나타났으며 (-)의 진술문 5개 가운데 3개가 세대간 갈등과 관련된 진술문이었다. 

즉, 요인 1의 자유주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세대간 갈등보다는 고령화 사회의 복지문제와 경

제적 영향에 대해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자립을 통한 경제적 독립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강조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요인 2의 응답자는 자립적 복지

에 관심을 갖고 고령사회를 위한 현재의 정책적 상황에 만족하였다. 사회 전체가 지금처럼

만 대비하면 된다고 인식하며 고령자의 사회기여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요인 3은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기대가 큰 집단으로 특히 정년연장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관점과 제도적 관점은 고령자가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은퇴는 하되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정년연장을 통

한 연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대를 보였다. 

또한 이 두 관점은 가족부양의무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은 나타냈지만 각 

요인에 속해있는 다른 진술문들의 특성으로 유추하건대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가족부양의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제도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제도

적 도움을 받겠다는 측면에서 경제문제의 해결주체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유주의 관점과 자립적 복지의 관점에서 차이

가 나타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계를 인식하고 부정적인데 

반해, 자립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현 제도가 적절하고 정부의 시책이 고령화에 충분히 잘 대

응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경우, 전자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반면 후자는 경제적 자립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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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견해 종합 분석표

관점 주요 견해

자유주의 관점

- 현재의 정부정책의 한계 인식
- 은퇴 후 일자리를 통한 자립
- 소득보장보다 일자리 지원
- 고령자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

자립적 복지의 관점
- 현재 정부 정책 및 정책방향 신뢰 및 현상유지
- 인프라보다 경제적 이슈에 초점 
- 고령자의 사회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도적 관점
- 일을 통한 자립이 아닌 정년연장을 통한 노후의 경제활동
- 제도적 요인 강조(정년연장, 기초노령연금 등)
- 고령자의 의존적 시각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1) 종합적 시사점

연구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매우 상이한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는 향후 정부의 정책적 측면은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고령화 정책의 방향의 우선순위 설정에 갈등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령자 부양에 대한 책임을 그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져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국가가 당면한 과제로 간주하여 국가의 적

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 사이에는 고령자 복지지출과 연금개혁을 둘러싼 극명한 입장

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유주의 관점을 확대적용하면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마련에 있어 국가책임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고령자의 부양을 담당했

던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해지고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복

지 공급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방식과 서비스의 

제공수준을 둘러싼 합의점의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을 하게 한다. 과거 고령화 사회에 대

한 세대 간 갈등을 다룬 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

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유주의 관점과 제도적 관점이 모두 고령자의 부양에 대한 가족부양의 우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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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령자의 부양 의무에 관련하여 

가족의 책임을 규정한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술하였듯이 전자의 경

우 가족부양의 원칙에 대한 반대가 고령자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자립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후자의 관점은 고령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부양의

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가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

겼던 시대에는 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 순위와 부양의 정도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석재은･유은주, 2007)3). 그러나 현행 가족법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가족에게 강제함으로써 고령자의 부양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기대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도출된 두 관점은 모두 강하게 반대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부양기능과 의무를 가족에게 부과하는 현행 가족법 규정

을 노인의 자주적 삶을 보장하는 방식이나 부양책임을 국가나 사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 요인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복지 선진국들은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수립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복지국가의 실현, 20세기말 보편적 복지의 구현을 거쳐 최근 지속가능한 복지로의 전환

이라는 과정을 따르고 있다. 이들 국가와 달리 보편적 복지시대를 거치지 않은 우리나라에

서 자유주의 관점과 자립적 복지의 관점이 병존한다는 것은 향후 보편적 복지의 과정이 매

우 어렵거나 또는 보편적 복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별적 복지의 시대로 이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는 각 개인이 각자의 행복과 복리에 

비중을 두는 제1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통과 

협력의 제2단계의 자유 민주주의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2단계 자유 민주주의는 서

로 상이한 계층의 견해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되는 체제를 의미한다(김순은, 2014). 이런 점에 착안하여 정부의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

다는 점을 요인 3의 제도적 관점이 반영하고 있다. 요인 3(제도적 관점)의 응답자들이 +4를 

부여한 “고령자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소득계층 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

술문 34는 선별적 복지에 동의하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정책적 측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세 번째 시

사점은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고령화 사회와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이한 

요구를 만족시킬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관점을 갖는 정책대상, 자립적 복지의 

3) 현재 민법 제974조 제1호는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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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지닌 정책대상, 제도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상들에 대한 정책차별화가 이뤄져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과 지방3.0가 표방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중 고령화 맞춤

형 정책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이슈에 대한 통합적 결정을 위해서는 상이한 견해와 관점을 조정하여야 하는 고도의 

정치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고령화 사회와 정부의 대응 등과 관련한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정치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예측 하는 데에도 유용

한 시사점을 준다.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이 지니는 주요 특징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상호의

견 조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각 요인을 통한 인식 외에도 공통진술문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고령자

에 대한 계층별 지원(진술문 34),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 지원(진술문 4), 정년 연장의 긍정

적 검토(진술문 31) 등과 같이 비교적 현실적이면서도 세대간 부담을 공유하고자 하는 인식

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각 요인간의 차별된 인식 기저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정된 일자리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

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합의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각 요인의 차별적 관점 뿐 아니라 이러한 공통된 인식이 향후 고령화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주요한 긍정적인 정책환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

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점도 정책수립에 고무적이다. 

두 번째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년학, 사회복지학, 정책학, 행정학 등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노년학의 발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은 사회복지학과 정책학 및 행정학의 발전에 각각 기여할 것이

다. 세 가지 요인 모두가 고령자의 연속적인 취업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노년학의 활동이론과 연속

이론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Q 방법론에 

의한 연구의 결과도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인 의의는 일본의 고령자 정책이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찾을 수 있다. 

2) 각 Q 요인의 시사점

각각의 Q 요인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자유주의 고령자

가 되겠다는 요인 1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기존의 고령자의 수동적 이미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노년학 연구 및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한 고령자는 신체적 기능 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유형과 정책적 시사점 251

퇴와 심리적 위축, 사회적 역할 상실로 대변될 수 있으나 자유주의 고령자는 비록 신체적으

로는 노화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은퇴 이후 자신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겠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즉, 소극적이고 위축된 고령자 이미지가 아닌 적극적이고 당

당한 미래의 고령자 이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모님의 부양의무

를 당연시 하였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자유주의 관점은 향후 우

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요인 1의 응답자

들은 자유주의의 이념에 따라 고령자 스스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정부의 대응은 자립

하지 못하는 고령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인 2는 고령자 이미지가 심리적･사회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노후의 경제력이 여전히 중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노후의 경제적 뒷받침은 고령자 자신이나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며 국가가 지원할 경우 보편적 지원보다는 소득계층에 따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고령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정부지원의 

수준이 지속가능하고 자립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이런 틀 하에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세대 간의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시사점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각 요인

들은 정부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든 요인들에서 

확인되었다.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과 대응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이든 환경

조성이든 최소한의 역할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정부의 제도개선은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네 번째의 시사점은 각 요인에 속한 응답자들의 분포로부터 도출하였다. 정부의 제도적 

요인에 속한 응답자 4명 모두가 60-70대 응답자들이라는 점에서 정년연장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문제는 젊은 세대보다는 실제 정책대상이 되는 현재의 고령자들이 갖는 시급한 과제라

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고령자들이 젊은 세대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향후 양적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들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가정 하에서 첫 번째 요인인 

자유주의 관점에 젊은 연령층은 물론 60-70대도 속해있다는 점은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고

령화 사회의 이슈는 고령자들의 당면과제로서 그들이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기대하

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럼에도 고령자 중에 스스

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향후 고령화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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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요인별 구성집단의 규모차이를 볼 때, 요인1에 속한 응답자들은 16명 가운데 8

명이 20-30대이며 나머지 8명은 40-60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반면 요인 3은 모두 60-70

대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Q방법론의 특성상 적은 표본으로 일반화는 할 수 없으나 본 

연구대상의 젊은 층은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자립적으로 대처해나가

려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요인3이 모두 60-70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현 시점에

서 고령자이며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세대가 제도적 뒷받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흥미로운 발견은 각 요인마다 세대 간 갈등과 관련된 진술문이 크

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인 2도 세대 간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세대 간 갈등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는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령화를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하고 있는 일

본의 경우 2011년 전체 예산의 29%가 사회복지비의 비율이며 이 중에서 69%를 고령자 복

지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집중은 세대 간의 부담과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이 우리의 경

우에도 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제

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령화의 재정적 지원, 고령자의 취업, 출산, 육

아, 보육, 청년 일자리 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세대 간 합의를 구하는 과

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기준을 넘어 고령자는 우리들의 부

모님이고 젊은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가족의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한

다면 세대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결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

하다(디지털타임즈, 2013).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이에 대비

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

여 Q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총 27명의 응답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유주의적 관점, 자립적 복지의 관점, 제도적 관점이라는 요인이 도출되어 고

령화 사회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Q 방법론을 활용한 3

가지 요인은 정책적 차원은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앞 절에서 논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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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고령화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이

어지지 않도록 가족주의의 관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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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Perceptions of Aging Socie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Seon-mi Choi, Jimin Choi and Soon-eun Kim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citizen’s subjective perception of policy issues 
related to aging society. This paper uses Q-methodology in order to examine various 
perceptions of policy issues in aging society and finds three major perspectives on 
aging society with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ree categories of 
perspectives: 1) Liberal perspective emphasizing the new social role of the retiree, 2) 
Independent welfare perspectiv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independence as important, 3) Institu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ole of 
government. This empirical investigation implies that the different categories of 
perspectives on aging issues require tailored policy responsiveness and policy 
measures should be diverse in the light of each perspective. 

【Keywords: Aging society, perception of the aged, welfare for the aged, senior

policy, Q-method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