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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부는 본격 인 출산·고령사회 응체계를 확립하기 해 ｢제2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이고, 이에 근거하여 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고령사회의 제반 상은 범 한 역을 포 함으로써, 

정책 역별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고, 내외  정책 환경의 

변으로 각 분야의 주요 쟁   안에 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출산·고령사회 련 주요 쟁 과 시 히 

요구되는 안 련 실태  국민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경험  자료를 

시의 히 제공하고자 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도에 논의되고 있는 ‘성공  노후에 한 인

식’과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국민인식’을 모니터링 하여 

향후 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보고서는 오 희 연구 원의 책임 하에 김유경 연구 원, 오신휘 

문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에도 본 보고서

를 검독해 주신 본 원의 이삼식 실장과 김  부연구 원, 상명 학교 

이 룡 교수와 서울 학교 조 태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니라 연

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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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eople's Perception on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in Korea(Ⅱ)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how Korean people perceived 

the current issues and welfare policies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The study monitored people's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nd 'Birth and Child Nurture Friendly Working Environment' that 

have drawn national attention. 

The present sample was collected from quota sampling by 

region, gender and age on the basis of resident population as of 

2012. Telephone interview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nationwide for 1,000 respondents aged 40 to 64 and 

those aged 25 to 49 respectively. 

The questionnaire on 'Successful Aging' asked people's 

awareness and perspectives on the physical, psychological, familial, 

economical and social intercourse aspects, the importance of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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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dividual, family and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policy 

by priority for successful aging.

The questionnaire on 'Birth and Child Nurture Friendly Working 

Environment' asked people's attitudes on the maternity leave, 

flexible working and parental insurance.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본격 인 출산‧고령사회 응체계 확립을 해 제2차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 임. 이에 근거하여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출산·고령사회의 제반 상은 범 한 역을 포 함으

로써, 정책 으로 역별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고, 내

외  정책 환경의 변으로 각 분야의 주요 쟁   안에 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출산·고령사회 련 주요 쟁 과 시 히 요구되는 안 

련 실태  국민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경험  자료를 시의 히 

제공하고자 함.

○ ｢성공  노후에 한 장년층의 인식｣ 조사를 통해 장년층의 

인식  노후 비 실태를 악하고 련 정책의 함의 을 제시

○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일

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  양육환경의 개선을 한 함의

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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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1차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조사

  1. 주요 연구결과  

⧠ 장년층의 약 80%는 본인의 행복한 노후를 하여 고민해 본 것으

로 나타났고, 55~64세의 비노인층이 54세 이하 연령층 보다 본인

의 성공  노후에 한 생각 정도가 더 낮았음.

○ 연령별로는 45∼49세가 84.6%로 가장 높았고, 50∼54세 82.8%, 

40∼44세 79.4%, 60∼64세 75.8%, 55∼59세 73.1% 등임. 

⧠ 신체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  

○ 성공  노후를 한 신체  요인에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

강상태가 가장 요하다(평균 4.69 )고 인식하고 있으나, 재 수

에 한 평가(3.72 )는 인지  기능(4.19 ), 신체  기능(4.00

), 건강한 생활습  요소(3.85 )보다 낮은 수 임. 

⧠ 심리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 

○ 성공  노후를 한 심리  요인에서는 노년기에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의 요성 인식(평균 4.48 )과 

재 수 (3.76 ) 간에 차이가 가장 많았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요소에 한 요성 인식(4.20 )과 재 수

(3.64 )이 각각 타 요소에 비하여 수 이 낮았음. 

⧠ 가족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 

○ 성공  노후를 한 가족  요인에서는 부부 건강(4.80 )이나 부

부간 화목(4.77 )에 한 요소가 자녀와의 계(4.23 ∼4.35 )

보다 더욱 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요 약∙5

○ 재 수 은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4.10 으로 가장 높

았고,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는 3.97 임.

⧠ 경제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 

○ 성공  노후를 한 경제  요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4.63 )가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 요소(4.57 )에 

비하여 더 요하게 인식하 음.

○ 재 수 은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가 

4.25 이고,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 수 은 3.76 임. 

⧠ 사회  교류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 

○ 성공  노후를 한 사회  교류 측면의 4개 요소는 요성 인식 

수 (3.77∼4.01 ) 뿐 아니라 재 수 (2.66 ∼3.29 )도 타 

요인에 비하여 모두 낮았음.

⧠ 성공  노후에 한 요성 인식도를 종합하면, 신체  측면(4.65 )에 

한 인식 수 이 가장 높았고, 경제  측면(4.60 ), 가족  측면(4.54

), 심리  측면(4.42 ), 사회  교류 측면(3.85 ) 등의 순서로 나타나 

5개 요인  상  요성이 가장 떨어진 요인은 사회  교류 측면임.

○ 스스로 평가한 노후 비를 한 재 수 이 가족  측면(4.01 )과 

경제  측면(4.0 )이 높은 반면, 사회  교류 측면(3.07 )은 낮았음.  

⧠ 성공  노후에 한 장년층의 복지 욕구 

○ 첫 번째로 요한 요인은 신체  측면이라는 응답자가 57.6%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경제  측면(31.9%) 등으로 앞의 성공  

노후에 한 요인별 요성 인식도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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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의 역할이 요하다는 응답이 

89.5%로 가장 높았고, 가족 역할의 요성은 87.7%, 국가 역할의 

요성은 75.3% 등으로 국민 개인이 길어진 노년기를 비한 노후 

계획‧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성공 인 노후를 보장하기 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 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에 한 의견으로 첫 번째는 건강증진  보건의료사업에 

한 욕구가 57.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한 사업(26.6%), 세 번째는 일자리 제공이나 자원 사활동 등 사회

참여 기회 제공(23.3%) 등임.

⧠ 성공  노후에 한 요도-실행도( 재 수 ) 분석(IPA분석)

○ 장년층(40~64세)의 성공  노후에 한 IPA분석

－성공  노후에 있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신체  

측면이고, 상 으로 요성이 떨어지는 요인은 사회  교류 

측면임.

－ 재 수 에서는 가족  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  

교류 측면이 가장 낮았음.

－ 요도와 재 수 이 모두 높은 역인 2사분면에는 신체 , 

심리 , 가족 , 경제  요인이 속하 고, 요도와 재 수 이 

모두 낮은 역인 3사분면에는 사회  교류 요인이 속하 음.

○ 베이비부머 세 (49~57세)의 성공  노후에 한 IPA분석

－성공  노후에 있어 가장 요한 요인은 경제  측면이었으며, 

상 으로 요성이 떨어지는 요인은 사회  교류 측면임.

－ 재 수 에서는 역시 경제  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

 교류 측면이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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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와 재 수 이 모두 높은 역인 2사분면에는 경제 , 

신체 , 가족  요인이 속하며, 요도와 재 수 이 모두 낮

은 3사분면에는 심리 , 사회  교류 요인이 속함.

－ 체 장년층에 비해 경제  요인의 요성  재 수 이 

더 높게 나타났음.

  2.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 노후설계 지원서비스 체계의 강화

○ 노후생활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비를 하 는가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성공  노후의 다차원 ·

통합 인 구성 요인을 균형 으로 비할 수 있는 노후설계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연장된 노년기의 행복한 생활을 해서는 이론 으로 성공  노후

를 구성하는 신체 , 심리 , 가족 , 경제 , 사회  교류 측면 

등 다양한 역에서의 균형 인 비가 필요함. 

⧠ 신체  요인에서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요소는 요성 인식 수

은 매우 높으나 재 수 은 그 수 에 미치지 못하여 집  리

를 필요로 하는 요소로 건강증진정책 등 극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심리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감, 자아존 감, 자아수용성 등의 3가지 

요소에 비하여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요소의 요성 

인식과 재 수 이 타 요소에 비하여 조  낮은 수 이므로 노년기에

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령통합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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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요인에서는 부부 건강이나 부부 화목에 한 요소가 자녀 

련 요소보다 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므로 부부 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의 증진이나 갈등 해소 등 가족간 유 계 증진 로

그램의 개발·보 이 요구됨.  

⧠ 경제  요인에서는 노후에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 뿐 아니라 경제  안정  여유 요소도 매우 요하게 인식하

고 있으므로 빈곤층에 한 최소한의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상층에 

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나 은퇴 재무설계 지원 등으

로 재무 건 성 강화가 요구됨.

⧠ 사회  교류 요인은 취미‧여가생활이나 단체활동, 자원 사활동 등에 

한 태도로 타요인에 비하여 요성 인식이나 재 수 이 매우 낮

은 상태이므로 극  여가문화활동에 한 인식 제고  사회에 공

헌하고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여야 할 것임.

⧠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략  근

○ IPA분석 결과에서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요소는 집  

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정책 등 극  정책 개입이 

필요하고, 심리 , 가족 , 경제  요인 등에 포함된 변수들에 

해서는 지속 인 리를 통해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

○ 삶의 목표  자기성장 요소와 사회  교류 요인(3개 요소)에 

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재 수 이 낮은 실정이므로 정부의 

략  근이 필요함. 

○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 역할의 요성(4.42 )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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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이나 국가(4.10 ) 보다 더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각 개

인은 길어진 노년기를 비한 노후설계를 구상하고, 정부는 노후

생활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안내 등이 요구됨.   

Ⅲ. 제2차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주요 연구결과

⧠ 출산과 양육 친화  근무환경에 한 인식  태도

○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한 의견

은 (매우)그 다는 정 인 응답은 12.2%이었고, 보통 29.1%, (

)그 지 않다는 응답은 58.7%로 부정 인 태도가 더 높았음. 

○ 출산‧양육과 일 병행의 장애요인으로는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어

려운 직장문화와 분 기 때문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출

산과 육아휴직에 의한 경력단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25.6%),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미흡(22.5%) 등임.

⧠ 육아휴직제도에 한 인식  태도

○ 출산 후휴가 외에 육아휴직제도와 이에 따른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가 54.5% 고, 세부 내

용까지 알고 있다는 15.0%에 불과하 으며, 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69.5% 음.    

○ 기혼자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해 인지도가 있는 응

답자의 경우,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10.3%로 매우 낮았음.   

○ 육아휴직제도(출산 후 휴가 제외)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6개월 미만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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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1년 31.5%, 6개월 이상～1년 미만 24.1% 등의 순임. 

○ 향후 응답자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53.0%로 반 이상이었고,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13.3%, 나머지 33.7%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 음.

○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가 3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육아휴직 여 수

이 낮아서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 22.6%,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서 17.3% 등임. 

⧠ 탄력근무제에 한 인식  태도

○ 탄력근무제도의 인지도를 비교하면, 시차출퇴근제 인지율이 5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근무시간선택제 47.6%, 재량근무제 32.8%, 

집약근무제 27.1% 등으로 조사 상자의 연령이 25~49세 연령층

임에도 그 인지율은 낮은 수 임. 

○ 만약 탄력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비교하면, 근무시간선택제 이용의향률이 65.9%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 시차출퇴근제 62.5%, 재량근무제 57.8%, 집약근무제 

57.2% 등임.  

○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네 가

지 탄력근무제도 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제도에 

하여 근무시간선택제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은 재량근무제 32.0%, 시차출퇴근제 19.7%, 집약근무제 7.4%, 

기타 4.0% 등의 순임. 

⧠ 부모보험제도에 한 인식  태도

○ 우리나라의 부모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하여,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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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필요하다 60.0%, 필요하지 않다 23.4%,  필요하지 않

다 5.5% 등으로 응답하여 71.1%는 정 인 태도를 보 고, 

28.9%는 부정 인 견해를 보 음.    

○ 부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2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개선

하여 충분한 육아휴직 여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6%, 보험료는 지출되지만 부모보험에서 제공되는 육아휴직

여 등이 나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21.7%, 충분한 수 의 

여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14.3% 등의 순임. 

○ 만약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하여, 사업주·근로자·국가가 모두 일정수 을 부담해야 한

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업주와 국가가 부

담해야 한다 20.2%, 국가가 액 부담해야 한다 14.0%,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8.3%, 국가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3.9%, 사업주가 액 부담해야 한다 3.4%, 근로자가 액 부담해

야 한다 1.6% 등임. 

○ 만약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본인의 보험료 부담에 해 어

느 정도 찬성하는지에 하여, 매우 찬성한다 5.6%, 찬성한다 

61.8%, 찬성하지 않는다 24.5%,  찬성하지 않는다 8.1% 등

으로 67.4%는 정 으로 응답함.  

  2.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 출산‧양육 친화  근로환경의 개선  지원

○ 조사결과에서 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제도  

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을 시사함. 그러나 속하게 진행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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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령화시 에 사회 ‧제도  환경의 가족친화  근은 여성의 

고용  출산력 제고 측면에서 요한 해결 방안으로 두됨.  

○ 출산과 양육 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해 사회 반 으로 인식

이 확  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과 근로자 양면에서 극 인 실천

의지와 함께 정책모색을 통해 제도 수용성이 고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부정 인 태도가 높았으

며, 그 주된 이유도 출산과 육아휴직에 의한 경력단   재취업 

어려움, 직장문화‧분 기와 지원제도 미흡 등을 지 하여서 재 

근로환경을 잘 반 하고 있음. 따라서 결혼과 일, 출산‧양육과 일

의 욕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실 인 제

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육아휴직제도에 한 홍보교육  활용도 제고

○ 출산 후휴가를 제외한 육아휴직제도와 이에 따른 육아휴직 여 

한 인지도는 69.5%로 높았으나, 그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

다는 15.0%에 불과함. 

○ 은 연령층, 미혼층,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 등은 향후 동 제도

와 직 인 련이 높은 집단으로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정책수용

을 제고하기 한 각종 제도에 한 극  홍보교육이 필요함.

○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고용보장과 모성보호를 해 법 으로 명

시된 제도임에도 그 사용률과 사용기간 측면에서 근성과 수용성

이 조하여 제도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정

책수요가 높은 집단을 상으로 제도수용을 제고하기 한 정책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된 이유는 직장문화  분 기와 

육아휴직 여의 비 실성, 직장복귀의 어려움 등 사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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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등이 복합 으로 나타남.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수용성 제

고를 해 사회 ‧제도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한 다각 인 정

책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부정 인 직장문화‧분 기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 여의 실화, 여

성출산시기의 경력단  상을 제거하기 한 제도  장치 마련

○ 한 육아휴직 여 수 의 비 실성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으로 

지속 으로 지 되는 부분으로 정책수요자의 욕구와 타 정책과의 

우선순  등을 검토하여 실성 있는 수 으로 개선하여 정책효과

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탄력근무제도에 한 인식 개선  지원 강화 

○ 탄력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

근무제 등의 인지율이 체로 50% 이하 고, 한 각 제도를 알

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이용경험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음.

○ 그러나 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에 

해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따라서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한 탄력근무제 

활용에 있어 근로자들이 소극  수혜자에서 극  제도의 사용자

로 변화할 수 있는 련 제도에 한 정보 제공  홍보교육을 

확 하고, 실질 으로 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행이 기업차원

에서 이루어지기 해서는 기업의 자발 인 참여  기업 문화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직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고용형태 개선 등을 한 정부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한 검토

○ 부모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하여 체의 약 70%는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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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 으나, 부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육아휴직 여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 보험료 부담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재 출산  양육을 한 휴가휴직제도가 고용보험(실업 여)에 

의해 운 됨에 따라 소규모 세업종 종사자, 비정규직, 자 업자 

등 범 한 사각지 가 발생하고, 여수 이 낮은 등으로 인하

여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 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련 출산 후휴가  

육아휴직 상자의 확 (보편화)와 여수 의 실화를 한 부

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제도 도입에 한 정 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 음. 그러나 아

직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 인 제도의 형태, 타 제

도와의 계  보험료 부담 방식, 여수 , 상자 등에 해서

도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미 고용보험에서 

공식 인 여의 형태로 존재하고, 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한 사회  공감  형성을 한 추가 인 노력  검토가 요구됨.  

 

*주요용어: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후, 출산‧양육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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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출산‧고령화 문제에 응하기 하여 제1차 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 인 출산‧고령사회 응

체계 확립을 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이다. 제2차 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의 주요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

경조성을 하여 일‧가정 양립을 사회 각 부문에 확산하고,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을 지속하며, 고령화에 따른 거시  변화에 응하기 하

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부작용 최소화를 해 사회 각 부분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한민국정부, 2011). 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산‧고령사

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고령사회의 제반 상은 

범 한 역을 포 함으로써, 정책 으로 역별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

가 요구되고, 내외  정책 환경의 변으로 각 분야의 주요 쟁   

안에 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 은 

2010년 11%수 에서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 

2050년 37.4%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60년에는 인구고령

화 수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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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산율의 하락과 그 수 의 조함도 있지만, 기

본 으로 의료기술의 발 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한 기 수명이 

증가한 향이 크다. 

2010년도 생명표 작성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출생아의 기 수명(출

생시 기 여명)은 80.8년(남성 77.2년, 여성 84.1년)으로 향상 속도가 

더 빨라졌고, 2010년 재 45세 남성은 앞으로 34.0년, 45세 여성은 

40.2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1). 한 최빈사망연

령을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최빈사망연령은 2020년까지 90세에 이

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 홍택 외, 2011).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증가

에 따른 노년기의 연장과 노후 삶의 질 향상에 한 기  등으로 행복

한 노후 비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행복한 인생 100세 시 ”라는 비 을 제시하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4 고(빈곤, 질병, 고독, 무  등)의 해소를 통해 행복한 노후에 한 

국민의 기 에 부응하고, 건강하고 비된 장수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분

기를 조성하기 한 략을 모색하고 있다(100세 시  비 출산‧고령

사회포럼 외, 2011).

성공  노후의 개념은 국가, 시 , 문화, 학문마다 다양한 과 이

론으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다차원 이고 통합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다.1) Rowe & Kahn(1998)은 신체  기능과 극  삶의 참여

를 강조하고, Baltes & Baltes의 SOC모델(1990)는 심리  측면을, 

Torres(2002)의 성공 인 노후는 문화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성공  노후의 인식에는 신체

, 심리  측면 이외에도 부부 계(김미혜 외, 2005), 가족 계(이신 , 

1) 국내외 연구에서 신노년 담론이 주로 활동  노화(active ageing), 성공  노화(successful 
ageing), 생산  노화(productive ageing) 등으로 표 되고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님. 
이 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성공  노화를 기 로 바람직한 노년의 기

으로의 “성공  노후”로 본 연구에서 재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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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제  측면(김미혜 외, 2006; 최혜경 외 2005) 등이 요한 요

소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으로, OECD 평균 1.74

명(2010년 기 )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산 상이 지속되고 있다. 

출산 경향은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

명, 2000년 1.47명, 2010년 1.23명에서 알 수 있듯이(통계청, 2011) 특

정하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기 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이 심

화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처럼 시계열 으로 보았을 때, 장기

간 동안 나타나는 출산 상의 심화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회구조  변화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하다. 

사회구조  변화  원인으로는 우선 으로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노

동시장참가율이 증가되었다. 과거의 한국은 통 인 가부장  특성의 

가족구조로서, 남성은 일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출산과 자녀양육

의 역할을 담당하 다. 그러나 도시화  여성의 자아실  욕구 증 ,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사회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즉 사회  생산

이라는 역할이 기존의 출산과 양육의 역할에 추가되었는데, 문제는 이

게 여성에게 집 된 다 역할들은 해소되지 못한 채, 한국은 여 한 가

족주의와 기존의 여성역할에 한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삼식‧윤홍식‧박종서‧장보 , 2007). 이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부

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Mennino & Frayfield(2002)가 말했

듯이 한국사회에서 일과 출산과 자녀양육은 trade-off 계가 되어 선택

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출산율 하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장지연(200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이는 모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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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일 수 있지만,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경감시키거나 부

담할 수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즉,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의 출산과 양

육의 부담을 이는 정책  노력과 가족친화 인 기업의 운  등이 뒷

받침되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다. 선진국들이 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부담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으로 만들어가는 동안 아직 한국에서는 사회구조 으로 ‘자녀에게 충실

한 엄마’와 ‘책임을 다하는 직업여성’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만

드는 것이다(장지연, 2005 재인용).

그 다고 한국사회의 여성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

도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출산고령화에 한 국민인

식 조사｣에 따르면(2,000명 상),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92.9% 고, 

출산  양육과 련이 깊은 연령 인 30~49세에서도 약 93%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한국사회에서의 출산과 양육

에 한 부담은 기존의 여성의 역할에 한 통념의 잔재  여성에 한 

역할 집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출산과 양육에 한 부담에서 발생한

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출산과 양육에 한 부담을 사회  차원에서 경

감시키지 못한다면 출산 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선진국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상생을 한국사회에

서 이루려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  노력 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출산과 양육에 친화 인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친화 인 직장운 은 출산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일, 가정과 련한 다 역할의 스트 스를 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훈련

된 근로자를 출산 후 잃지 않고 지속 으로 고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한 유능한 인력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가능하고(안병철, 2004), 근로자들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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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등(유계숙, 2008) 기업차원에서도 생산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로 ｢성공  

노후에 한 인식｣과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인식｣을 선

정하 다. 성공  노후에 한 장년층의 인식조사는 향후 성공  노후 

설계를 해 앞으로 어떤 요인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한 정책  

방향성을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국민인식 조사

는 일‧가정 양립을 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고찰과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화조사 방

법이 사용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  내용을 검토하고, 출산‧고

령화와 련된 주요 사회 쟁   안에 한 국민인식을 악하기 

한 조사표를 개발하 으며, 그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화조사를 

실시하 다. 한 주제의 선정과 조사표 개발, 정책 방향에 한 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문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 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문헌고찰 전화 조사 실시 전문가 회의

 기존 연구내용 검토

 - 고령사회 분야

 - 저출산 분야 

⇒

 조사표 설계(2종)
 전화조사 실시(2회)
 - 주제별 1,000명

 조사자료 분석

⇐

 주제선정 및 조사내용,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 수렴

정책 방향성 제시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 등 

시의 적절한 기초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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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국내외 제시된 성공  노후 척도를 근거로 본 연구의 화조사를 

한 척도로 재구성하고, 각 구성 요소에 한 요도와 재 수  등을 

분석하 다. 즉, 성공  노후에 한 인식  재 수 을 악하기 

한 하  역은 신체 인 측면, 심리 인 측면, 가족 인 측면, 경제 인 

측면, 그리고 사회  교류 측면 등 크게 5개로 구분하 고, 각 하  

역별 각 항목은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재 수 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5  척도로 평가하 다(표 1-1 참조). 

〈표 1-1〉 본 연구를 위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조사 항목 

영역 항목 중요성 현재 수준  

신체적인 

측면

⑴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⑵ 신체적 기능의 유지(일상생활수행 기능)
⑶ 인지적 기능의 유지(기억력, 계산 기능, 치매증상이 없는 것 등)  
⑷ 운동‧금연‧절주‧식습관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

○

○

○

○

○

○

○

○

심리적인 

측면

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⑵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

⑶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⑷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

○

○

○

○

○

○

○

가족적인 

측면

⑴ 부부가 건강한 것

⑵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⑶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⑷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

○

○

○

○

○

○

×
○

경제적인 

측면
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⑵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

○

○

○

사회적 

교류 

측면

⑴ 경제활동 참여

⑵ 동창회 등 각종 친목 모임에서의 활동

⑶ 여가 및 취미활동  

⑷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

○

○

○

×
○

○

○

주: 1)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는 본 연구의 대상이 40~64세의 중장년층으로 동 항목을 질문하기에는 이들의 자녀들 연

령대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가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은 계층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

은 계층이라는 한계가 있어 현재 수준을 질문하지 않았음.
  2) 경제활동 참여 요소는 참여와 비참여로 명목 척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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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인 노후에 한 연구는 서구에서 일 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는 2000년  들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성공 인 노후에 한 표

인 연구로는 Rowe & Kahn(1998)이 있는데, 이들은 질병과 장애의 

험수 이 낮고, 높은 수 의 신체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타인과의 

활기찬 인간 계  생산  활동 등의 극 인 삶의 참여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  노후로 정의하 다. 

특히 한국의 성공  노후 연구들은 Rowe & Kahn(1998)의 연구를 

이론  기 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성공  노후의 요소가 신체 이고 

활동 인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 되어 있다는 비 (김미혜‧신경림, 2005)

과 노인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다는 지 (성혜 ‧유정헌, 2002)도 있었

다. 이후 한국의 많은 연구들은 성공  노후에 다른 항목들을 추가하

는데, 추가된 항목으로는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 심리  역의 요

인들이다(안정신 외, 2011). 한 성공 인 노후는 문화  배경을 고려

해야 한다는 맥락(Torres, 2002)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에 합

한 성공  노후의 요소로 경제  비와 안정, 그리고 가족 계 등을 주

요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강인, 2003; 최혜경 외, 2005; 최혜경, 2008; 

백지은, 2008; 안정신,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  노후를 신체 , 심리 , 가족

, 경제 , 사회  교류의 5가지 역으로 구성하 다. 

신체  측면에서의 세부항목들은 Rowe & Kahn(1998)의 항목을 주

로 사용하 고, 세부항목  운동‧ 연‧ 주‧식습  등의 건강한 생활습

은 국내의 연구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성공  노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며(홍 방, 2005), 신체  

건강과 매우 하기 때문에(김경연‧정여진, 2006; 이기완‧이 미‧김정

, 2000) 성공  노후의 인식에 있어 요한 항목이라 단되어 조사

표에 활용하 다. 그 밖의 심리 ‧가족 ‧경제 ‧사회  측면의 세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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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국의 성공  노후 척도를 

개발한 김미혜‧신경림(2005)과 김동배(2008)의 연구, 성공  노후의 요

인을 분석한 주용국(2011), Rowe & Kahn(1998)의 연구를 활용하 다.  

  2.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출산과 양

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인식  태도, 육아휴직제도에 한 인식  

태도, 탄력근무제에 한 인식  태도, 부모보험제도에 한 인식  

태도, 그리고 응답자 일반사항 등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 다. 

○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인식  태도

  － 직장환경이 출산‧양육과 직장 양립이 가능한 정도

  － 출산‧양육과 직장 양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 육아휴직제도에 한 인식  태도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 정도

  － 육아휴직 경험 여부  사용 기간 

  － 향후 육아휴직 사용 의향  미사용 이유

  － 육아휴직 여 수

○ 탄력근무제도에 한 인식  태도

  － 시차출퇴근제 인지 여부, 사용경험 여부, 향후 이용 의향

  － 근무시간선택제 인지 여부, 사용경험 여부, 향후 이용 의향

  － 집약근무제 인지 여부, 사용경험 여부, 향후 이용 의향

  － 재량근무제 인지 여부, 사용경험 여부, 향후 이용 의향

  － 가장 필요한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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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보험제도에 한 인식  태도

  －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불필요 이유

  － 부모보험제도 도입시 보험료 부담 방법 

  － 부모보험제도 도입시 보험료 부담에 한 찬성 정도 

○ 응답자 일반 사항

  － 거주지역, 성별, 만 연령, 결혼상태, 자녀수, 가구형태

  － 재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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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공적 노화의 개념

고령화로 인한 기 수명의 증가는 노년부양비 증가  사회보장지출 

증  등 사회경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효과를 발생

시키기도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을 큰 폭으로 연장시킴에 따라 늘어난 노년기의 생활을 어떻게 보

내야 할 것인가를 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일 이 고령화

를 경험한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 발달, 잘 늙는 것

(aging well) 등에 한 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한 학문  논의들

이 지 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학계에서는 노년기의 

생활과 련되어 ‘성공  노화’라는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이에 한 많

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  들어 성공  노화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노년에 한 과거의 연구들은 산업사회 이후 나타난 노인문제 

즉, 소득보장제도의 불완 성 등으로 인한 빈곤, 신체  기능의 약화로 

인한 질병, 심리  측면에서의 소외감, 고독, 우울, 역할상실로 인한 할 

일이 없는 상태 등에 을 두어 노년기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시

기로 보았다. 그러나 성공  노화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 생활에 집

함으로써 노화에 한 상실, 하, 쇠퇴 등의 부정 인 인식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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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정 인 근이다. 이러한 성공  노화로의 인식 환은 노년의 

잠재력을 높이며 건강증진  질병 방 략에 을 두게 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정 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한경혜 

2000; Holstein & Minkler, 2003; Minkler & Fadem, 2002; 정경희‧

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에서 재인용), 향후 건강한 노령기의 인구가 

증가하고 미래의 노년층은 노후의 안락함과 풍요롭게 가꾸려는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성혜 ‧유정헌, 2002) 성공  노화에 근거한 

노년기의 인식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성공  노화에 한 표 인 연구로는 Rowe & Kahn(1998)의 연구

가 있는데, 이들은 미국노인들을 상으로 건강상태, 사회 계, 심리  

특성, 신체 ‧인지  기능, 생산  활동 등의 5가지 역을 측정하여 이

를 기 로 질병과 장애의 험수 이 낮고2), 높은 수 의 신체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타인과의 활기찬 인간 계  생산  활동 등의 

극 인 삶의 참여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  노화로 정의하 다. 특히 세 

가지 요소는 질병과 장애의 험요소가 없으면 신체 ‧인지  기능을 쉽

게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삶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계 인 계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기본 으로 성공  노화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갖는다. 

 다른 연구로는 Baltes & Baltes(1990)의 SOC(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모델이다. 보상을 수반한 선택  정화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기

존의 연구들이 개인에 따른 상 인 차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에 근거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selection)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노년의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 걸릴 험요소가 

있는 것을 보통의 노화(usual aging)라고 보았으며, 성공  노화는 험수  자체가 낮은 

것을 가리킨다(Rowe & Kah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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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역에서 손실  쇠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이 우선시하는 역

을 선택하고 다른 역을 제거하여 요한 역에 집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응하여 기능 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새

롭게 변화한 자신의 노화에 해 주 인 만족감을 경험하는 등 개인

으로 조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정화(optimization)는 노

년의 자신이 선택한 역에서의 능력들을 최 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마

지막으로 보상(compensation)은 생물학 ‧정신 ‧인지  역 등에서의 

기능의 손실 는 제거가 일어났을 때, 떨어진 능력을 보상하여 악화수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보청기, 휠체어 등과 같은 보조기구, 타인의 도

움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SOC모델은 노화로 인한 

상실 혹은 손실을 겪더라도 주어진 능력에 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최

화하며 상실 는 손실에 한 보상을 함으로써 성공 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기에서 언 한 성공  노화의 표 인 두 모델은 각각 한계 을 

보이기도 하는데, Rowe & Kahn(1998)의 모델은 기능과 활동, 사회참

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노인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Baltes & Baltes(1990)는 심리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노화과정에 

향을  수 있는 경제 , 사회  상황  개인의 자원 등 다양한 역

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다(성혜 ‧유정헌, 2002). 

이 외에도 Ryff(1989)는 ‘성공  노화’의 구성요소로서 자율, 환경조

, 개인성장, 자아수용, 목표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제시하 고, 

Vaillant(1994)는 생물학  건강과 수명의 차원에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심신의 활력, 생활만족의 차원에서 심리사회  건강으로 ‘성공

 노화’를 구분하 다. Fisher(1995)는 자율, 환경의 조 , 개인성장, 자

아수용, 목표의식을 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Schulz & Heckhausen(1996)

은 성공  노화는 삶에 한 통제의 발달과 유지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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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신체  기능을 1차  기 , 인지 , 지 , 사회  계는 2차  

기 , 특정 역에서의 능력  수행은 3차  기 으로 이러한 기 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Fisher, Bradley & Specht(1999)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  성장, 자기수용, 건강, 자율성, 목 의식 등으로 분류하

고, Chou & Chi(2002)는 성공  노화의 차원을 기능  상태, 정서  

상태, 인지  상태, 생산  참여 상태로 분류하기도 하 으며, Yewoubdar 

Beyene(2002)는 신체 , 정서 , , 가족 간의 통합, 좋은 인간 계

를 성공  노화로 보았다. 한편, Torres(2002)는 국의 노인들의 가족

 문화의 속성을 기 로 성공  노화는 각기 다른 사회 ‧문화  상황

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며 특히 문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을 

보이기도 하 다.

국내에서의 성공  노화에 한 연구는 2000년  들어서면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홍 방(2001)은 서구사회의 성공  노화에 한 문헌

고찰을 기 로 심리 인 측면, 사회 계 인 측면, 신체건강 측면, 정신

건강 측면을 성공  노화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박경란‧이 숙(2002)

은 건강‧경제‧자립의 측면에서의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사의 7개의 차원을 말하고 있다. 강인(2003)은 

노년기, 년기, 청년기 여성을 상으로 신체  건강, 개인성장, 정서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  안정을 성공  노후의 요한 조건으로 

보았고,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은 부부 복, 자녀 복, 친구 복, 

재산 복, 여가 복, 건강 복, 죽음 복, 거처 복, 마음 복 등 9가지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미혜‧신경림(2005)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105개의 

비문항을 거쳐 성공  노화에 한 4개의 구성요인(30문항)의 한국 

노인의 ‘성공  노후 척도’를 개발하 는데, 구성요소로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 간의 동반자  삶,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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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잘하는 삶을 제시하 다. 김동배(2008) 역시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자율  삶, 자기 완성 지향, 극  인생 참여, 자녀에 한 만

족, 자기 수용, 타인수용의 6가지 하 요인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된 ‘성

공  노화 척도’를 개발하 다. 백지은‧최혜경(2005)은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 리, 사회  지원, 과시성으로 성공  노화를 구분하 고, 동 연구

를 활용한 안정신‧강인‧김윤정(2009)의 연구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  

안녕, 자기효능감의 세 차원으로 정리하 으며, 김경호‧김지훈(2009)은 

건강수 , 신체인지기능, 생산  활동, 심리  특성의 4가지의 성공  노

화 요소를 말하 다. 

Rowe와 Kahn(1998)의 모델을 활용한 연구들도 있는데, 성혜 ‧조희선

(2006)은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한국 노인들의 성공  노화모델

을 제안하면서, 건강상태와 사회 계망의 요소가 신체 ‧인지  기능  심리  

특징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생산  활동에 향을 다고 보았고, 이 옥

(2007) 역시 Rowe와 Kahn의 모델을 기 로 생활습 , 건강상태, 사회 계망, 

신체 ‧인지  기능, 심리  특성, 생산  활동의 6가지 변인으로 구성하 다.  

반면, Baltes & Baltes(1990)의 SOC 모델을 활용한 연구로는 안지연‧김애

순‧한 희(1998)가 있으며, 하정연‧오윤자(2003)는 노인의 사회인구학  변인

과 SOC 모델과의 계를 알아보았고, 석재은‧구본미‧권종희‧장은진은 Baltes & 

Baltes(1990)의 SOC모델에 한 이론 인 고찰을 통해 실천  용가능성에 

해 연구하 으며, 손의성(2011)은 임의  선택(elective selection), 상실에 기

한 선택(loss-based selection), 최 화(optimization), 보상(compensation)의 

한국노인의 성공  노화 략을 한 SOC 척도를 개발하 다. 

이처럼 성공  노화에 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 으로 진행되고 있

지만 아직까지 성공  노화에 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정경희‧한경혜‧

김정석‧임정기, 2006; 이 우‧이 아‧황 호, 2011), 연구자  연구분

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범 하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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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노화에 한 연구들은 큰 틀에서 공통 으로 신체 ‧사회 ‧심리

‧환경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념을 정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서구와 다르게 성공  노화의 기본 인 구성요소 이외에도 가

족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한국사회의 성공  노화의 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Torres(2002)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데, 백지은‧최혜경(2007)은 서구사회에서는 생산성

과 사활동, 자아  실 수용, 높은 수 의 인지  기능, 목표의식을 

요시하는 반면 한국사회는 경제  비와 안정, 안락한 생활, 존경과 

을 받는 삶, 가족 계가 요한 구성요소라고 하 으며, 이 외에도 

가족 계(강인, 2003; 최혜경‧백지은‧서선 , 2005; 최혜경, 2008; 안정

신, 2010)와 재정  안정(강인, 2003; 백지은, 2008; 안정신‧정 숙‧정

여진‧서수균‧Cooney, T. M., 2011)의 요성을 말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즉, 유교주의  가치 , 가족주의  가치  등의 문화  배경

과 함께 서구사회와 달리 노인의 빈곤율이 45%(OECD, 2011)나 되는 

열악한 소득수   불완 한 소득보장제도 등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

이 가족과 재정  안정이라는  다른 성공  노화의 요한 조건을 만

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성공  노후’의 개념

은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신체 ‧심리 ‧사회  등 공통된 역이 있으

며, 각 사회문화  특성이 반 된 다차원 이고(multi-dimensional) 통

합 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

한국의 성공  노화에 한 많은 연구들은 성공  노화에 한 정의 

 개념에 한 연구, 한국사회에 합한 성공  노화척도 개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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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를 토 로 성공  노화에 한 다양한 측정  응용 연구로 구

분할 수 있다(이 우‧이 아‧황 호, 2011). 이러한 연구 과정들이 지속

되고 축 됨에 따라 성공  노화와 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한 탐색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성공  노화와 련된 표 인 변인으로는 성별이 있는데, 백지은‧최

혜경(2005)은 성공  노화에 한 인식에 있어 남성노인은 과시성을 

요시하고 여성노인은 사회  자원 확보, 자기 리 등을 우선시 해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보 으며, 정순둘(2007)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

 노화에 한 인식을 비교‧연구하여 여성노인은 자아존 감, 사회 지

지, 거주지역, 연령, 주  건강평가  경제평가, 성, 사회활동 등을, 

남성노인은 성, 사회 지지, 배우자 생존, 주  건강평가, 사회활동 

등이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보 다. 가족 계와 성공  노

화의 계성 연구를 한 이신 (2010)은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  노화의 요 요소로 꼽은 반면, 남성노인은 배우자와의 

동반자 인 삶을 더 요하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다른 변인으로 연령이 있는데, 많은 연구들은 세  간 차이를 통

해 그 차이를 주로 보았다. 강인(2003)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노

년기, 년기, 청년기 여성을 상으로 면   설문지 조사를 통해 성

공  노화의 지각에 있어 세  간 차이를 보았는데, 노년기 여성은 신체

 건강을, 년기  청년기 여성은 노년기 여성과 달리 개인의 성장을 

가장 우선순 로 꼽았다. 박경란‧이 숙(2002)은 남녀 학생과 노인 

100명을 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성공  노화에 있어 은 세 는 

경제  측면을, 노인은 건강의 측면을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 다. 그 밖에도 세 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정

순둘(2007), 이창식(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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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혜경‧백지은‧서선 (2005)은 계층에 따라 성공  노화에 한 

인식을 밝혔는데, 간층 노인의 경우 자녀의 성공을 우선시하지만 상층

계층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떳떳한 삶을 하는 것을, 하층계층

은 자녀와의 상호교류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추스르는 것을 성공

 노화로 인지하 다.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6)은 소득수

이 높을수록 성공  노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 고, 김경연‧정여진

(2006) 역시 경제 상태에 따라 성공  노화에 한 노인의 인식이 차이

가 나타남을 보 다. 

교육수  역시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홍

방(2005)은 교육수 이 높을수록 사회경제 으로 높은 지 를 릴 

수 있으며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어 심리  상태가 정 이기 때문에 

성공  노화에 정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진성(2010)도 교육수

이 높은 노인들의 성공  노화 정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 계의 측면에서는 윤 숙‧유희정(2006)은 자녀와의 계와 자녀

와의 이 성공  노화 여부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정 숙‧조

설애‧안정신‧정여진(2012) 역시 가족 계의 질을 주요한 변인으로 보았

다. 한 배우자 유무 역시 요한 변인이었다(안정신‧정 숙‧정여진‧서

수균‧Cooney, T. M., 2011).

건강수  역시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나는데, 박경란‧이 숙(2002)은 건강상태

가 충족되어야 성공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 으며, 홍 방(2003)은 생활

양식, 식사습 , 사회경제  지 , 신체건강으로 구성된 양검색의 도구

를 활용하여 노인의 양건강상태와 성공  노화의 계를 고찰하 고, 

김경연‧정여진(2006) 역시 성공  노화와 련되어 건강상태의 요성을 

언 하 다.

그 밖에도 성공  노화에 있어 종교  종교활동의 요성을 언 한 연

구들(홍 방, 2002; 박경희, 2005, 김미령, 2008; 주용국, 2011)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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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6)은 성공  노화에 향을  수 있

는 다양한 변수들  성별, 소득, 배우자 유무, 연령, 남아자녀수, 주  

건강상태에 따라 한국 노인의 성공  노화의 유형을 분석하기도 하 다.

이처럼 성공  노후와 련된 변인들에 한 연구들은 연구자의 연구설

계  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다양

한 변인의 종류와 향력이 나타나는 등 한국사회의 성공  노화에 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  노화의 구성요소와 성공  노

화에 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서로 복된다는 문제 (안정신‧

정 숙‧정여진‧서수균‧Cooney, T. M., 2011)도 지 되고 있기는 하다. 

제3절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출산과 양육친화 인 직장환경을 구성하는데 있어 국

가가 법 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서도 ‘일‧가

정의 양립 지원’이라는 세부분류(제3장의2)로 구분되어 있어 출산과 양

육친화 인 직장환경에 직 인 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등학교 취학  자녀(입양한 자

녀 포함)를 양육하기 하여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 기

간은 기본 으로 1년 이내로 하고 있다3). 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여가 지 되는데, 그 수 은 상한액 월 100만원과 하한액 월 

50만원의 범  안에서 매월 통상임 의 40%가 고용보험에서 제공된다.4) 

<표 2-1>은 외국의 육아휴직제도에 한 개 인 설명이다. 다른 국

3) 공무원은 별도의 기 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다.
4) 육아휴직 여수 은 2011년 1월 1일자로 통상임 의 40%라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 에는 월 50만원의 정액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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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육아휴직 기간
급여지급 

방식
소득 대체율 재원

북

유

럽

스웨덴

480일(부모 각각 240일) (8세까지)
(산전후휴가와 구분되지 않음) 
- 60일은 부모 각각 사용 

(적어도 60일은 아버지만 사용 가능), 
부부끼리 180일까지 양도 가능

정률

첫 390일 80%, 이후 

90일 정액 급여 (1일 

60SEK)

부모보험

(국영보험회사

에서 지급)

노르웨이

42주～52주간(3세 이전)
(산전후휴가와 구분되지 않음)
- 이 중 4주를 남성에게 부여 

정률
42주 선택시 100% 
(52주 선택시 80%)

통합사회보험

(고용주, 
근로자, 정부)

핀란드

약 26주(3세까지)
- 다태아의 경우 자녀당 10주 

추가

정률
약 60%(산전후 

휴가급여 방식과 동일)
건강보험-

소득보조부분

덴마크
32주(자녀1인당)(9세까지)
- 46주로 연장 가능 

정률
90%(상한선 DKR 
3115/주)

노동시장기금

(사회보장기여

금으로 조성, 
요율8%)

불

어

권

프랑스 부모당 3년(3세 이전) 정액
자녀 2명 이상일 때 

지급(정액 521 유로)

통합사회보험

(고용주, 
근로자, 정부)

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기간이 스웨덴과 

스페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 으로 길며,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도 6

세까지로 포 범 가 넓은 편이다. 한 육아휴직 여가 미제공되는 국

가들에 비해 특별한 자산조사 없이 정률로 지 되는 등 제도의 형태는 

상당히 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고용보험 DB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수는 2003년 6,816명

(여성: 6,712명, 남성: 104명)에서 2011년 58,137명(여성: 56,735명, 남

성: 1,402명)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수 은 연평균 

30.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여 역시 2003년 10,576

백만원(여성: 10,415백만원, 남성: 161백만원)에서 2011년 276,261백만

원(여성:270,500백만원, 남성: 5,761백만원)으로 연평균 44.7% 여지

액이 증가하 다. 

〈표 2-1〉 국가별 육아휴직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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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육아휴직 기간
급여지급 

방식
소득 대체율 재원

벨기에 3개월(4세 이전) 정액 월 547.37유로 (’05) 고용보험

독

일

어

권

독

일

2006년

출생아

까지

부모당 3년(3세까지) 정액

저소득층에만 지급. 
정액급여.
1년 450유로 또는 

2년 300유로, 
나머지는 무급

중앙정부 

조세

2007년

출생아

부터

14개월(2개월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부모가 사용해야 함) 정률
소득수준에 따라 

65%∼100%
중앙정부 

조세

오스트리아

18개월(8세까지)
- 6개월은 남성에게 할당, 양도 

불가  

- 무급 -

네덜란드
13주(8세까지)
- 부모간 이전 불허

- 무급 -

남

부 

유

럽

이탈리아

11개월(8세까지)
- 부모 각각 최대 6개월 할당, 

전가불가

정률

자녀 3세 이하이면,
30%(자산심사)
3세 이후는 무급

그리스 

13주(3.5세까지)
- 부모할당, 이전 불가 

 * 고용주는 연간 선착순으로  

근로자의 8% 휴직 허용

- 무급 -

스페인

3년(3세 이전)
- 동일 직장이 아닌 경우 부모 

동시 사용가능

- 무급 -

포루투갈 3개월(부모각각)(6세 이하) - 무급 -

영

미  

권

미국
12주(부모 각각)
- 가족간호휴가 형태

- 무급 -

캐나다
35주～52주

(출산후 1년 이내) 정률
55% of APW
(상한선 CAD 330/주)

고용보험

(고용주, 
근로자)

영국 13주(5세까지) - 무급 -

호주 52주(1세까지) - 무급 -

뉴질랜드
14주(유급, 부부 분할 가능) + 
특별휴가(무급 10일간) 정률

평상시 주급/주당 

평균소득의 100%
(세전기준 429.74$ 
한도)

아

시

아

일본
1년 2개월

(근로자 당 1년 이내) 정률 50% 고용보험

한국 1년 이내(부모 각각) 정률 40% 고용보험

  자료: 고용노동부(2012).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현항 e-나라지표 참고자료｣ 



42∙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상자 확   이에 한 여지  확 를 

통하여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을 한 주요 정책 기제로써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육아휴직제도가 확

되고는 있으나, 그 수 은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혜원‧김경희‧김향아‧유계숙(2007)은 국 10인 이상 1,084개 사업체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8%가 육아휴직 활용률이 매우 낮

다고 응답하 으며, 장지연‧정혜선‧류임량‧김수 ‧장은숙(2004)의 연구

에서도 조사 상 1,504개 업체  203개소(13.5%)만 육아휴직을 사용

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 ‧이근주(2011)는 육아휴직제

도가 육아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탈퇴를 억제하고, 육아 이후 노동시장 

재참여라는 제도의 목 과 다르게 제도의 활용 수 이나 복직 비율은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5인 이상 사업

장 1,000개를 상 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0.8%만이 

육아휴직 련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2년 2월 12일

자 헤럴드 경제),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장애요인 연구’(안상수‧

박성정‧김 미, 2010)에서도 육아휴직의 이용용이성에 한 질문에서 

35.2%는 이용하기 어려운 편이고, 16.4%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약 반가량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

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출산‧고령화에 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직

장에서 자녀출산 양육을 배려하는 분 기 조성에 해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64.0% 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해 직장에서 가장 정

착되어야 할 부분에서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는 직장분 기 조성이 22.1%, 출산휴가  육아휴직활용지원이 17.3%

로 약 40%가 육아휴직을 비롯한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과거에 비

해 확 되고 용범 도 넓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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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규모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재의 육아

휴직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상으로 이루어져 재 노동시장 역에서 

증가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은 사각지 에 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인 

문제가 있다(김안나, 2009).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직장일수록 사용가능성이 떨어

지고, 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이수 ‧이근주, 2011). 그 밖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장지연 외, 2004) 기업차원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이 되는 문제도 있다. 향

후 육아휴직제도 정착  확 를 한 기업들의 실질 인 유인책 는 

직장 내 여건조성을 한 정책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탄력근무제도 

기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기본 으로 두 가

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째는 직장 내 보육, 자녀양육에 한 경

제  지원 등 자녀양육과 련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가 직장과의 계를 원만히 유지하게 하면서 자녀양육을 지

원하는 것이다(안병철, 2004). 특히, 탄력근무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제로써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탄력근무

제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9조의 5항5)에 

5) 제19조의5(육아지원을 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등학교 취학 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  운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의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 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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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제2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에

게 극 권장하고 있으며,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공공기 들이 선도 으로 

도입하여 운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탄력근무제와 련하여 장 주‧최무 (2009)은 무작 로 선정된 10개 

부처 공무원(부처당 30~40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탄력근무제

가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 는 양 등 

가사 고, 탄력근무를 함으로써 가족 계가 화목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우석진(2007)은 구조모형추정

(structural estimation)을 통하여 탄력근무제가 출산을 장려하는데 매우 효

과 인 수단임을 밝혔고, 김안나(2009)는 ｢가족친화기업에 한 인식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탄력근무제가 아동을 둔 근로자의 경우(미취학, 취학), 일과 

가족의 갈등을 여 일과 가족의 조화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 다. 

이처럼 탄력근무제는 출산과 양육에 친화 인 제도로서 정 인 역할을 

하는 주요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탄력근무제의 많은 연구들은 탄력근무

제에 한 통일된 기 을 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

으로 하되, 출근시간을 탄력 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만을 탄력근

무제로 보는 경우(장 주‧최무 , 2009),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

약근무제, 원격‧재택근무제, 직무공유제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는 경우

(김안나‧김미경‧유계숙, 2007; 장혜경‧김혜 ‧김 란‧최숙희‧이은진, 2007; 

유계숙, 2008), 이와 동일한 항목  개념이지만 유연근무제로 분류하는 

연구(앙건모, 2009), 유연근무제의 하 항목으로서의 탄력근무제를 보는 

시각(진종순‧장용진, 2010) 등 탄력근무제에 한 다양한 정의  분류

가 존재한다. 그러나 2012년 6월 ｢조직생산성 향상  공무원 사기앙양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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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유연근무제 운 지침｣이 생기면서 탄력근무제에 한 정의는 보

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6). 동 운 지침에서 제시하는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하 항목으로 분류하며,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

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나 출근시간을 자율 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7)와 주 5일 근무를 하되, 1일 4~12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주 3.5~4일 근무를 하면서 1일 4~12시간 근무를 하는 집약근

무형, 출퇴근 없이 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

형8) 등이 포함된다. 

탄력근무제에 한 정의  분류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차이를 보

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한 효과성은 체로 

정 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탄력근무제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정착

시킬 것이냐에 달려 있다. 김태홍‧홍승아‧유연규‧임희정‧강민정(2009)의 연

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탄력근무제9)는 체로 제도가 없거나 시행이 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력근무를 신청하여도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업무

나 직  자체가 탄력근무에 합하지 않은 경우 등의 실 인 장벽들도 있기 

때문이다(장 주‧최무 , 2009). 

6) 물론 공무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분류이기 때문에 향후에 학문 으

로 그리고 실 으로 동 분류가 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7) 07:00~10:00 내에서 매일 같은 출근 시각을 선택하거나 요일별로 다른 출근시각을 선택하

는 두 가지 기 이 있음.
8) 단, 고도의 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가 해당된다. 
9) 동 연구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원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집 근로시간, 직무공유, 

V(voluntary reduced work)-시간, 자율근무, 자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구분하 고, 
제도유무에 해서는 각각 75.6%, 80.0%, 95.2%, 58.5%, 91.9%, 92.5%, 82.5%가 제

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잘 시행되는지 여부에 해서는 각각 12.8%, 16.5%, 2.4%, 
39.0%, 8.1%, 5.0%, 10.5%가 잘 시행된다고 응답하여 체로 활용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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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모보험제도 

부모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써 선행연구들도 

충분하지는 못하다. 부모보험제도를 운 하고 있는 표 인 국가로는 

스웨덴이 있는데,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480일의 육아휴직기간이 

제공되고(자녀가 8세까지), 육아휴직 여는 첫 390일은 임 의 80%, 이

후 90일은 정액 여(1일 60SEK)가 제공된다. 결과 으로 1년이 조  

넘는 시기의 육아휴직기간  상당부분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 그 밖

에 임신 여(Pregnancy cash benefit), 일시 인 부모 부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등이 있다. 특히,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는 자녀

출산  출산 이후의 여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휴가  휴가기간 의 

소득보장을 해 별도의 재원으로 조성된 사회보험으로서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고용주만(자 자는 액 본인부담) 부담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최병호, 2006 재인용)10).  

한국에 있어 부모보험의 도입에 한 기존의 논의는 사례연구  제도 

소개 차원(김주숙, 2000, 최병호, 2006)에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는 구조 인 문

제로 인해 육아휴직의 사각지 에 속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 소

규모 세업종 종사자, 자 업자 등에 한 모성보호 차원과 아직까지 육

아휴직 여수 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삼식‧선우덕‧신윤정‧박종서, 2010). 특히 고용

보험 내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률 확

는 고용보험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지 된다11). 이 같은 맥락

10) 그러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내용  일부에 속한

다(김주숙, 2000).
11) 통계청의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임 근로자 748만명  고용보험가

입률은 약 30%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육아휴직 여는 고용보험 내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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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육아휴직 상자 확   여수  제고를 해 별도의 재원으로서 

사회보험 형식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부모보험 도입의 기본 인 

골자라고 하겠다. 아직까지는 부모보험제도 도입은 논의의 시작 선에 있

으며, 구체 인 제도의 형태  보험료 부담, 여수 , 상자 등에 

해서도 실질 인 연구  논의는 활발하지는 않다. 그 밖에도 부모보험제

도가 일반의 사회보험처럼 보편 으로 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험인지, 여제공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여 히 문제로 

남아 있다.    

여 재정으로 지 되는데, 향후 육아휴직  산 후휴가 확 , 경기변동으로 인한 실업

여 지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재정안 성에 한 문제도 지 되고 있다.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결과

제2부

 





K
I
H
A
S
A3장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제3장 성공적 노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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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의 개요

조사 표본은 2012년 3월 주민등록인구를 토 로 지역‧성‧연령별 인

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여 국에서 40∼64세 남녀 1,000명을 표본추

출 하 다. 화조사는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조사 문기

( 리서치연구소)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표 3-1〉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의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40세 이상 ∼ 64세 이하 남녀

조사기간 2012. 05. 02 ~ 2012. 05. 17 (16일간)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 / 성별 /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0%p

서술  분석은 백분율과 평균을 비교하고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으

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요도-수

행도 차이 분석(Impotant-Performance Anlysis: IPA)12)을 활용하 다.   

12)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해 소개된 이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들에 해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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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응답자의 일반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성공  노후에 한 ‧장년층 인식조사에 응답한 상자는 1,000명

으로 7  역시에 46.9%(469명), 9개 도지역에 53.1%(531명)가 거주

하 다.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13)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48.0%와 52.0%로 여자가 남자

보다 4.0%포인트 많았고, 연령은 40 가 42.3%, 50 는 41.6%, 60～

64세는 16.1%로 40～50  연령층이 체 응답자의 83.9%를 차지하

고, 60  연령층은 16.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 다. 결혼상태는 유배

우자가 92.5%로 다수가 해당되었고, 이혼‧별거  사별은 5.4%, 미

혼은 2.1%로 극히 미미하 으며, 이는 재의 연령  특성에서 오는 결

과로 이해된다.14)          

  2. 사회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인 학력, 근로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15) 

의 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기 한 마 기법으로 여러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요도-수행도 분석은 평가 요소의 요도와 수행도를 측정하여 2차원 도표에 각 

치를 표시하고, 그 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요도와 수행도에 한 주요 속성을 

4분면에 표 함으로서 결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음(최은하, 2012). 
13) 응답자의 결혼상태는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14)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수집계 결과(인구부문)에 의하면, 40∼64세 인구(약    

 16,952천명)의 남자는 49.7%, 여자 50.3%이고, 유배우자는 82.3%, 이혼‧별거‧사별     

 12.7%, 미혼자 5.0%임. 연령별로는 40∼49세 48.4%, 50∼59세 38.7%, 60∼64세     

 12.9%임(통계청, 2011).   
15) 응답자의 학력수 , 근로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은 무응답자 각각 32명, 6명, 96명을 제

외한 비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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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학력수 은 고등학교 이하가 63.4%, 학 이상이 36.6%로  

학력소지자가 고학력소자지보다 2배 높았다. 근로여부는 근로를 한다

는 비율이 60.4%, 근로를 안한다는 비율은 39.6%로 근로상태인 응답자

가 과반수를 과하 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개념이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40.4%, 300～

400만원 미만이 19.6%, 400～500만원 미만이 13.9%, 500만원 이상이 

26.1%로 2012년 1/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412.4만원을 기 으로 할 

때 평균 이하가 더 높았다.

  3. 자녀수 및 건강상태

응답자의 자녀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응답자 에서 자녀가 1명 이하인 비율은 14.3%, 자녀 2명은 61.0%로 

과반수를 과하 고, 3명 이상은 24.1%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2

명 이하인 비율인 3명 이상보다 약 3배 정도 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는 47.9%, 보통 40.6%, (매

우)나쁜 편이다는 11.5%로 건강상태가 좋은 편인 응답자가 나쁜 편인 

응답자보다 약 4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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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지역 7대 광역시 469 46.9

9개 도지역 531 53.1
성별 남자 480 48.0

여자 520 52.0

연령 40～44세 209 20.9
45～49세 214 21.4
50～54세 222 22.2
55～59세 194 19.4
60～64세 161 16.1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 921 92.5
이혼‧별거‧사별 54 5.4
미혼 21 2.1

학력 중학교 이하 230 23.8
고등학교 384 39.6
(전문) 대학 이상 354 36.6

근로 여부 한다 600 60.4
안한다 394 39.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8 22.2
200만원~299만원 162 18.2
300만원~399만원 175 19.6
400만원~499만원 124 13.9
500만원 이상 233 26.1

기혼자의 자녀수1) 없음 12 1.2
1명 27 13.1
2명 590 61.0
3명 이상 239 24.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24 12.5
좋은 편이다 350 35.4
보통이다 402 40.6
나쁜 편이다 96 9.7
매우 나쁜 편이다 18 1.8

주: 1) 전체 응답자중 기혼자인 8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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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생각  

본 조사 응답자가 본인의 성공  노후에 하여 어느 정도 생각해 보

았는지에 하여 42.1%는 매우 많이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하 고, 37.4%

는 약간 생각해 보았다, 14.1%는 별로 생각해 본  없다, 6.4%는  

생각해 본  없다고 응답하여, 체의 약 80%는 본인의 행복한 노후를 

하여 고민해 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전혀없음
6.4%

별로없음
14.1%

약간생각
37.4%

매우많이생각
42.1%

본인의 성공  노후에 한 생각에 하여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교육수 별, 가구소득별 분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지역, 근로 여부, 주  건강상태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3 참조).

지역별로는 7  역시(81.8%)가 9개 도지역(77.4%)보다 본인의 성

공  노후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성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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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84.2%)가 남자(74.4%)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았으며, 평균 값

이 여자는 3.27 이고 남자는 3.03 으로 여자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본인의 성공  노후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는 비율을 비교

하면 45∼49세가 8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54세로 82.8%, 

40∼44세 79.4%, 60∼64세 75.8%, 55∼59세 73.1% 등으로 평균 값

에서 일정한 경향성은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80.0%)가 본인의 성공  노후에 하여 생

각해 보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혼자(57.1%)보다는 기혼 무배우

자(77.7%)가 약 21%포인트 더 높았다. 

학력별로 본인의 성공  노후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는 비율을 보면 

학 이상은 84.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77.8%, 학교 이하 

74.4% 등이고, 평균 값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학력수 이 높을수록 본

인의 노후에 하여 고민해 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본인의 성공  노후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는 

비율은 500만원 이상인 계층이 91.0%로 가장 높았고, 199만원 이하

가 71.3%로 가장 낮아 가구소득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 으며, 가구소

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행복한 노후에 하여 더 고민해 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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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다

약간

생각해

보았다

매우 

많이 

생각해

보았다

 계 (명)

4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6.4 14.1 37.4 42.1 100.0 (998) 3.15 　

지역 7대 광역시 6.6  11.5  38.2  43.6 100.0 (468) 3.19  4.90
(1.22)9개 도지역 6.2  16.4  36.6  40.8 100.0 (530) 3.12  

성별 남자 8.5  17.1  37.5  36.9 100.0 (480) 3.03  18.22***
(-4.27***)여자 4.4  11.4  37.3  46.9 100.0 (518) 3.27  

연령 40~44세 4.8  15.8  43.5  35.9 100.0 (209) 3.11  

21.88*
(2.68*)

45~49세 5.1  10.3  37.9  46.7 100.0 (214) 3.26  
50~54세 7.2  10.0  33.9  48.9 100.0 (221) 3.24  
55~59세 8.3  18.7  34.2  38.9 100.0 (193) 3.04  
60~64세 6.8  17.4  37.3  38.5 100.0 (161) 3.07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6.2  13.8  36.9  43.1 100.0 (919) 3.17  
15.09*

(5.45**)무배우(기혼) 3.7  18.5  40.7  37.0 100.0 (54) 3.11  
미혼 23.8  19.0  38.1  19.0 100.0 (21) 2.5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7  17.0  35.7  38.7 100.0 (230) 3.04  
13.59*

(6.37**)고등학교 7.9  14.4  38.5  39.3 100.0 (382) 3.09  
(전문)대학 이상 4.0  11.3  37.3  47.5 100.0 (354) 3.28  

근로 여부 한다(취업) 6.3  14.7  36.9  42.1 100.0 (599) 3.15  0.38
(-0.06)안한다(비취업) 6.6  13.5  38.2  41.7 100.0 (393) 3.15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9.6  19.2  35.9  35.4 100.0 (198) 2.97  

48.64***
(10.89***)

200~299만원 8.6  14.2  40.1  37.0 100.0 (162) 3.06  
300~399만원 5.7  14.3  41.7  38.3 100.0 (175) 3.13  
400~499만원 4.8  12.1  42.7  40.3 100.0 (124) 3.19  
500만원 이상 2.6  6.5  31.5  59.5 100.0 (232) 3.4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5.7  13.3  35.7  45.2 100.0 (473) 3.21  
6.92

(2.94)보통 6.0  14.2  39.3  40.5 100.0 (402) 3.14  
(매우)나쁜 편 8.8  18.6  38.1  34.5 100.0 (113) 2.98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평균 값이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은 상태임(전혀 없음=1, 없음=2, 약간=3, 매우 많음=4).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제4절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 및 현재 수준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이 늘어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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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망된다. 이는 노후생활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

인 노후를 보낼 것이냐에 미의 심이 집 된다.     

본 에서는 성공  노후에 한 인식과 재 수 을 악하기 하

여 신체  측면, 심리  측면, 가족  측면, 경제  측면, 사회  교류 

측면 등 5개 역으로 구분하여 각 역별 변수 각각에 하여 응답자

의 특성별 차이를 비교‧분석 하 다.   

  1. 신체적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질병과 장애는 기 여명의 감소와 삶의 질을 하시키고 사회‧경제

으로 의료비의 증가와 생산성을 하시킬 수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

고자 하는 욕구에 부합하여 건강 련 삶의 질에 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의 건강은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인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활동량과 독립 인 삶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

라지기 때문(김경연 외, 2006)에 주요 요소가 된다.  

신체  측면의 성공 인 노후는 4가지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신체  기능(일상생활수행 기능)의 유지, 인지  

기능 유지(치매증상이 없는 것 등), 운동‧ 연‧ 주‧식습 등의 건강한 

생활습  등이다.

성공  노후를 한 신체  측면의 요성에 한 태도를 반 으로 

보면,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가 평균 4.69 으로 높고, 그 다음 

인지  기능의 유지가 4.68 , 신체  기능의 유지는 4.62 , 건강한 생

활습 은 4.60  등의 순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가 가장 

요한 요소로 응답하 다. 

한편 신체  측면의 각 요소들의 재 수 은 인지  기능의 유지가 

평균 4.19 으로 가장 높고, 신체  기능의 유지 4.00 , 건강한 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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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3.72  등의 순으로 장년

층이 조사 상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수

으로 평가되었다. 

신체  측면의 각 요소 간 요성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재 수

에는 다소 차이를 보 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성공적 노후에 대한 신체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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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기능의 유지 인지적기능의 유지 건강한생활습관

중요성 현재수준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가.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신체  측면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

강상태가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체 응답자

의 75.5%가 매우 요하다, 19.5%가 요하다고 응답하여 95.0%가 질

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가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요성 평균 수는 

4.69 으로 최고 수인 5.0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 이다(표 3-4 참조).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에 한 요성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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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를 비교하면 결혼상태별, 교육수 별, 가구소득별, 주  건강

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4.71

)가 이혼‧별거‧사별(4.56 ) 는 미혼(4.43 )보다 요성 인식 수

이 더 높았다. 한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체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에 한 

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 다. 

〈표 3-4〉 응답자 특성별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3 0.5 4.2 19.5 75.5 100.0 (1000) 4.69 　

지역 7대 광역시 0.2 0.0  3.2  19.8  76.8  100.0 (469) 4.73  
(1.74)

9개 도지역 0.4 0.9  5.1  19.2  74.4  100.0 (531) 4.66  
성별 남자 0.4 0.2  4.6  21.3  73.5  100.0 (480) 4.67  

(-1.06)
여자 0.2 0.8  3.8  17.9  77.3  100.0 (520) 4.71  

연령 40~44세 1.0 0.0  4.8  13.9  80.4  100.0 (209) 4.73  

(1.04)
45~49세 0.5 0.0  1.4  23.8  74.3  100.0 (214) 4.71  
50~54세 0.0 0.9  7.2  20.3  71.6  100.0 (222) 4.63  
55~59세 0.0 0.5  3.6  19.1  76.8  100.0 (194) 4.72  
60~64세 0.0 1.2  3.7  20.5  74.5  100.0 (161) 4.68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1 0.4  3.9  19.5  76.0  100.0 (921) 4.71  
(3.77*)무배우(기혼) 1.9 1.9  11.1  9.3  75.9  100.0 ( 54) 4.56  

미혼 4.8 0.0  0.0  38.1  57.1  100.0 ( 21) 4.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0.9  5.7  21.3  70.9  100.0 (230) 4.60  

(5.84**)고등학교 0.0 0.5  3.9  21.9  73.7  100.0 (384) 4.69  
대학이상 0.0 0.3  3.4  15.5  80.8  100.0 (354) 4.77  

근로여부 한다(취업) 0.2 0.2  5.0  19.3  75.3  100.0 (600) 4.70  
(0.18)

안한다(비취업) 0.5 1.0  3.0  20.1  75.4  100.0 (394) 4.69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5 0.0  6.1  21.2  72.2  100.0 (198) 4.65  

(2.63*)
200~299만원 0.0 0.6  3.7  20.4  75.3  100.0 (162) 4.70  
300~399만원 0.6 1.1  5.1  17.7  75.4  100.0 (175) 4.66  
400~499만원 0.0 0.8  3.2  20.2  75.8  100.0 (124) 4.71  
500만원 이상 0.0 0.0  2.6  13.7  83.7  100.0 (233) 4.8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2 0.6  3.2  17.7  78.3  100.0 (474) 4.73  
(4.51*)보통 0.0 0.0  5.2  20.4  74.4  100.0 (402) 4.69  

(매우)나쁜 편 1.8 1.8  5.3  22.8  68.4  100.0 (114) 4.54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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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한 재 수 으로는 

보통이다 34.8%, 그 다 30.3%, 매우 그 다 26.4%, 그 지 않다 6.0%, 

 그 지 않다 2.4% 등으로 체응답자의 56.7%는 정 으로 응답

하 고, 평균 수는 3.72 으로 평균 수 3.0을 웃도는 수 이나 요

성(4.69 )에 비하면 재 실행 수 은 낮은 편이다(표 3-5 참조).  

〈표 3-5〉 응답자 특성별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의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2.4 6.0 34.8 30.3 26.4 100.0 (999) 3.72 　

지역 7대 광역시 2.1 6.6 34.8  32.0  24.5  100.0 (469) 3.70  
(-0.66)

9개 도지역 2.6 5.5 34.9  28.9  28.1  100.0 (530) 3.74  
성별 남자 2.9 7.5 34.0  29.0  26.5  100.0 (479) 3.69  

(-1.12)
여자 1.9 4.6 35.6  31.5  26.3  100.0 (520) 3.76  

연령 40~44세 3.3 4.3 33.5  30.6  28.2  100.0 (209) 3.76  

(3.85**)
45~49세 0.9 2.3 32.4  36.2  28.2  100.0 (213) 3.88  
50~54세 2.7 7.2 32.9  26.6  30.6  100.0 (222) 3.75  
55~59세 3.6 6.7 34.5  29.4  25.8  100.0 (194) 3.67  
60~64세 1.2 10.6 42.9  28.6  16.8  100.0 (161) 3.49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2.0 5.8 34.6  30.9  26.8  100.0 (920) 3.75  
(4.17*)무배우(기혼) 3.7 9.3 40.7  25.9  20.4  100.0 ( 54) 3.50  

미혼 19.0 9.5 23.8  23.8  23.8  100.0 ( 21) 3.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8 12.6 36.1  25.2  21.3  100.0 (230) 3.46  

(11.37***)고등학교 1.3 4.2 39.9  29.0  25.6  100.0 (383) 3.73  
대학 이상 2.0 4.0 29.9  35.3  28.8  100.0 (354) 3.85  

근로여부 한다(취업) 1.0 4.2 34.0  31.3  29.5  100.0 (600) 3.84  
(4.59)

안한다(비취업) 4.6 8.7 36.6  28.5  21.6  100.0 (393) 3.54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1 12.1 38.4  23.7  20.7  100.0 (198) 3.43  

(10.59***)
200~299만원 1.9 6.2 44.4  27.8  19.8  100.0 (162) 3.57  
300~399만원 2.3 1.7 30.3  34.9  30.9  100.0 (175) 3.90  
400~499만원 0.8 5.6 36.3  26.6  30.6  100.0 (124) 3.81  
500만원 이상 1.3 2.6 26.2  39.1  30.9  100.0 (233) 3.9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2 1.3 18.6  38.4  41.6  100.0 (474) 4.20  
(203.49***)보통 0.5 6.0 52.4  27.4  13.7  100.0 (401) 3.48  

(매우)나쁜 편 18.4 26.3 43.0   6.1  6.1 100.0 (114) 2.5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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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에 한 재 수 을 응답자의 특성별

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연령별로는 45∼49세가 3.88 으로 가장 높고, 

유배우자(3.75 )가 이혼‧별거‧사별(3.50 ) 는 미혼(3.24 )보다 더 높

았다. 한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한다고 응답하 다.  

나. 신체적 기능 유지

신체  측면  신체  기능 유지가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

각하는지에 하여 체 응답자의 70.0%가 매우 요하다, 23.1%가 

요하다고 응답하여 93.1%가 일상생활수행기능이 요하다고 응답하 으

며, 요성 평균 수는 4.62 으로 매우 높은 수 이다(표 3-6 참조). 

신체  기능 유지(일상생활수행 기능)에 한 요성을 응답자의 특성

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교육수 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즉, 신체  기능 유지의 요성에 한 평균 수가 학 이상의 경

우 4.68 , 고등학교 4.63 , 학교 이하가 4.52  등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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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응답자 특성별 신체적 기능 유지(일상생활수행 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1 0.6 6.1 23.1 70.0 100.0 (998) 4.62 　

지역 7대 광역시 0.2 0.2  6.0  21.1  72.5  100.0 (469) 4.65  
(1.42)9개 도지역 0.0 0.9  6.2  25.0  67.9  100.0 (529) 4.60  

성별 남자 0.0 0.4  7.1  25.7  66.7  100.0 (478) 4.59  
(-1.73)

여자 0.2 0.8  5.2  20.8  73.1  100.0 (520) 4.66  
연령 40~44세 0.5 0.0  6.3  22.6  70.7  100.0 (208) 4.63  

(0.71)
45~49세 0.0 0.0  3.7  27.1  69.2  100.0 (214) 4.65  
50~54세 0.0 1.8  7.2  23.9  67.1  100.0 (222) 4.56  
55~59세 0.0 1.0  6.7  20.1  72.2  100.0 (194) 4.63  
60~64세 0.0 0.0  6.9  21.3  71.9  100.0 (160) 4.65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1 0.5  5.8  22.8  70.8  100.0 (920) 4.64  
(2.58)무배우(기혼) 0.0 1.9  9.4  18.9  69.8  100.0 (53) 4.57  

미혼 0.0 0.0  9.5  47.6  42.9  100.0 (21) 4.3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1.3  10.0  22.7  65.5  100.0 (229) 4.52  

(4.79**)고등학교 0.0 0.8  5.0  24.5  69.7  100.0 (383) 4.63  
대학 이상 0.0 0.0  4.8  22.3  72.9  100.0 (354) 4.68  

근로여부 한다(취업) 0.0 0.2  6.7  24.3  68.8  100.0 (600) 4.62  
(-0.22)

안한다(비취업) 0.3 1.3  5.4  21.7  71.4  100.0 (392) 4.63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0.5  7.1  22.8  69.5  100.0 (197) 4.61  

(0.48)
200~299만원 0.0 1.2  6.2  22.8  69.8  100.0 (162) 4.61  
300~399만원 0.6 0.6  5.7  21.1  72.0  100.0 (175) 4.63  
400~499만원 0.0 0.8  7.3  25.8  66.1  100.0 (124) 4.57  
500만원 이상 0.0 0.0  5.2  23.2  71.7  100.0 (233) 4.6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0.2  6.1  23.3  70.4  100.0 (473) 4.64  
(0.59)보통 0.0 0.5  5.7  24.6  69.2  100.0 (402) 4.62  

(매우)나쁜 편 0.9 2.7  7.1  17.7  71.7  100.0 (113) 4.57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신체  기능 유지(일상생활수행 기능)의 재 수 에 하여 체 응

답자의 38.5%가 매우 그 다, 29.4%가 그 다, 26.8%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여 67.9%가 일상생활수행기능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정 으

로 응답하 으며, 평균 수는 4.0 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신체  기능 유지에 한 재 수 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4.06 )가 남자(3.93 ) 보다 더 높고,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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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45∼49세가 4.23 으로 가장 높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 보

다는 유배우자(4.02 )가, 근로여부별로는 비취업자(3.82 ) 보다는 취업

자(4.11 )가 각각 상 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수 을 

더 높이 평가하 다. 

〈표 3-7〉 응답자 특성별 신체적 기능 유지(일상생활수행 기능)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6  3.6 26.8 29.4 38.5 100.0 (999) 4.00 　

지역 7대 광역시  1.5  2.8  27.1  30.7  38.0  100.0 (469) 4.01  
(0.35)

9개 도지역  1.7  4.3  26.6  28.3  39.1  100.0 (530) 3.99  
성별 남자  2.5  4.4  26.9  30.0  36.3  100.0 (480) 3.93  

(-2.06*)
여자  0.8  2.9  26.8  28.9  40.7  100.0 (519) 4.06  

연령 40~44세  1.9  1.9  27.8  27.8  40.7  100.0 (209) 4.03  

(6.63***)
45~49세  0.5  1.4  18.7  33.6  45.8  100.0 (214) 4.23  
50~54세  2.7  3.2  23.5  30.3  40.3  100.0 (221) 4.02  
55~59세  2.1  5.7  29.9  27.3  35.1  100.0 (194) 3.88  
60~64세  0.6  6.8  37.3  27.3  28.0  100.0 (161) 3.75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2  3.4  26.5  29.6  39.3  100.0 (921) 4.02  
(7.34***)무배우(기혼)  1.9  5.7  30.2  28.3  34.0  100.0 (53) 3.87  

미혼 19.0  9.5  23.8  23.8  23.8  100.0 (21) 3.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9.2  33.6  23.6  31.9  100.0 (229) 3.75  

(9.59***)고등학교  1.3  2.9  26.3  30.5  39.1  100.0 (384) 4.03  
대학 이상  1.7  1.1  24.3  32.2  40.7  100.0 (354) 4.09  

근로여부 한다(취업)  1.0  2.2  23.5  31.5  41.8  100.0 (600) 4.11  
(4.54***)

안한다(비취업)  2.5  5.6  32.3  26.5  33.1  100.0 (393) 3.8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6  9.6  30.5  24.4  32.0  100.0 (197) 3.72  

(10.51***)
200~299만원  1.2  3.1  38.9  24.7  32.1  100.0 (162) 3.83  
300~399만원  1.1  1.1  18.9  35.4  43.4  100.0 (175) 4.19  
400~499만원  0.8  2.4  21.0  33.9  41.9  100.0 (124) 4.14  
500만원 이상  0.9  0.4  22.3  31.3  45.1  100.0 (233) 4.1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0.8  11.8  31.9  55.5  100.0 (474) 4.42  
(144.81***)보통  0.2  3.5  40.4  31.2  24.7  100.0 (401) 3.77  

(매우)나쁜 편 12.3 15.8  42.1  14.9  14.9  100.0 (114) 3.04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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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적 기능 유지

신체  측면  인지  기능의 유지(기억력, 계산 기능, 치매 증상이 

없는 것 등)가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체 

응답자의 72.5%가 매우 요하다, 23.3%가 요하다고 응답하여 약 

96%가 인지  기능 유지가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요성 평균 수

는 4.68 으로 매우 높은 수 이다(표 3-8 참조). 

〈표 3-8〉 응답자 특성별 신체적 측면의 인지적 기능의 유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1 0.4 3.7 23.3 72.5 100.0 (996) 4.68 　

지역 7대 광역시 0.0 0.6  2.6  22.3  74.5  100.0 (467) 4.71  
(1.56)

9개 도지역 0.2 0.2  4.7  24.2  70.7  100.0 (529) 4.65  
성별 남자 0.2 0.0  4.4  25.7  69.7  100.0 (478) 4.65  

(-1.60)
여자 0.0 0.8  3.1  21.0  75.1  100.0 (518) 4.70  

연령 40~44세 0.5 0.5  4.3  24.9  69.9  100.0 (209) 4.63  

(1.37)
45~49세 0.0 0.0  3.3  30.0  66.7  100.0 (213) 4.63  
50~54세 0.0 0.9  4.5  20.5  74.1  100.0 (220) 4.68  
55~59세 0.0 0.0  4.1  18.1  77.7  100.0 (193) 4.74  
60~64세 0.0 0.6  1.9  22.4  75.2  100.0 (161) 4.72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0 0.3  3.4  23.3  73.0  100.0 (918) 4.69  
(1.66)무배우(기혼) 1.9 1.9  5.7  17.0  73.6  100.0 (53) 4.58  

미혼 0.0 0.0  4.8  38.1  57.1  100.0 (21) 4.5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0.9  5.7  22.2  70.9  100.0 (230) 4.62  

(1.66)고등학교 0.0 0.3  2.4  23.8  73.6  100.0 (382) 4.71  
대학 이상 0.0 0.0  4.0  23.3  72.7  100.0 (352) 4.69  

근로여부 한다(취업) 0.0 0.2  4.4  24.2  71.3  100.0 (596) 4.67  
(0.65)

안한다(비취업) 0.3 0.8  2.8  22.1  74.1  100.0 (394) 4.69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0.0  2.5  20.3  77.2  100.0 (197) 4.75  

(1.09)
200~299만원 0.0 0.0  4.9  22.2  72.8  100.0 (162) 4.68  
300~399만원 0.0 0.6  4.6  23.0  71.8  100.0 (174) 4.66  
400~499만원 0.0 0.0  5.7  26.2  68.0  100.0 (122) 4.62  
500만원 이상 0.0 0.0  3.0  25.3  71.7  100.0 (233) 4.6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0.4  2.3  22.4  74.8  100.0 (473) 4.72  
(2.31)보통 0.0 0.3  4.8  26.3  68.7  100.0 (399) 4.63  

(매우)나쁜 편 0.9 0.9  6.1  15.8  76.3  100.0 (114) 4.66  

주: <표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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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능 유지에 한 요성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7  역시

(4.71 )가 9개 도지역(4.65 )보다 더 높고, 성별로는 여자(4.70 )가 

남자(4.6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인지  기능 유지의 재 수 에 한 응답을 보면 매우 그 다가 

45.0%, 그 다 32.5%, 보통이다 19.6% 등으로 체 응답자의 77.5%

가 인지  기능 유지수 에 정 으로 응답하 으며, 평균 수는 4.19

이다(표 3-9 참조). 

인지  기능 유지에 한 재 수 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평균 수

를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자(4.27 )가 여자(4.13 ) 보다 더 높고, 연령

별로는 45∼49세가 4.31 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 으며, 근로여부별로

는 취업자(4.28 )가 비취업자(4.06 ) 보다 더 높았다. 한 교육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인지 기능에 한 

재 수 을 더 높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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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응답자 특성별 인지적 기능의 유지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1 2.8 19.6 32.5 45.0 100.0 (998) 4.19 　

지역 7대 광역시 0.0 1.9  19.8  33.7  44.6  100.0 (469) 4.21  
(0.51)

9개 도지역 0.2 3.6  19.5  31.4  45.4  100.0 (529) 4.18  
성별 남자 0.2 1.7  18.8  29.9  49.5  100.0 (479) 4.27  

(2.59*)
여자 0.0 3.9  20.4  34.9  40.8  100.0 (519) 4.13  

연령 40~44세 0.5 1.9  20.1  30.6  46.9  100.0 (209) 4.22  

(2.58*)
45~49세 0.0 1.9  15.0  33.2  50.0  100.0 (214) 4.31  
50~54세 0.0 2.7  19.1  31.8  46.4  100.0 (220) 4.22  
55~59세 0.0 3.1  21.1  34.5  41.2  100.0 (194) 4.14  
60~64세 0.0 5.0  24.2  32.3  38.5  100.0 (161) 4.04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0 2.6  20.1  31.7  45.5  100.0 (920) 4.20  
(0.65)무배우(기혼) 0.0 5.7  13.2  41.5  39.6  100.0 (53) 4.15  

미혼 4.8 4.8  14.3  38.1  38.1  100.0 (21) 4.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0 6.6  24.0  30.1  39.3  100.0 (229) 4.02  

(10.52***)고등학교 0.0 2.1  20.6  36.8  40.5  100.0 (383) 4.16  
대학 이상 0.3 1.1  15.8  29.7  53.1  100.0 (354) 4.34  

근로여부 한다(취업) 0.0 1.8  17.5  31.6  49.1  100.0 (599) 4.28  
(4.04***)

안한다(비취업) 0.3 4.3  23.2  34.1  38.2  100.0 (393) 4.0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5 4.1  21.3  35.0  39.1  100.0 (197) 4.08  

(4.53**)
200~299만원 0.0 3.1  27.3  31.1  38.5  100.0 (161) 4.05  
300~399만원 0.0 2.3  17.1  33.7  46.9  100.0 (175) 4.25  
400~499만원 0.0 2.4  18.5  31.5  47.6  100.0 (124) 4.24  
500만원 이상 0.0 1.3  13.7  33.0  51.9  100.0 (233) 4.3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1.1  10.8  31.9  56.2  100.0 (473) 4.43  
(44.52***)보통 0.0 2.2  27.7  34.2  35.9  100.0 (401) 4.04  

(매우)나쁜 편 0.9 12.3  28.1  28.9  29.8  100.0 (114) 3.7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라. 건강한 생활습관

신체  측면  건강한 생활습 이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

는지에 하여 체 응답자의 66.2%가 매우 요하다, 28.0%가 요하다

고 응답하여 약 94%가 운동‧ 연‧ 주‧식습  등의 건강한 생활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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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요성 평균 수는 4.60 으로 높은 수 이다

(표 3-10 참조). 

건강한 생활습 의 요성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 근로여부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성별로는 여자(4.64 )

가 남자(4.55 )보다 더 높고, 근로여부별로는 비취업자(4.62 )가 취업자

(4.58 ) 보다 더 높게 평가하 다. 

〈표 3-10〉 응답자 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2 0.3 5.3 28.0 66.2 100.0 (996) 4.60 　

지역 7대 광역시 0.0 0.4  4.9  28.5  66.2  100.0 (467) 4.60  
(0.35)

9개 도지역 0.4 0.2  5.7  27.6  66.2  100.0 (529) 4.59  
성별 남자 0.4 0.4  7.3  27.8  64.0  100.0 (478) 4.55  

(-2.43*)
여자 0.0 0.2  3.5  28.2  68.1  100.0 (518) 4.64  

연령 40~44세 0.5 0.5  5.3  29.5  64.3  100.0 (207) 4.57  

(0.40)
45~49세 0.0 0.0  2.8  35.0  62.1  100.0 (214) 4.59  
50~54세 0.5 0.0  7.2  25.7  66.7  100.0 (222) 4.58  
55~59세 0.0 0.5  6.2  22.3  71.0  100.0 (193) 4.64  
60~64세 0.0 0.6  5.0  26.9  67.5  100.0 (160) 4.61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1 0.3  4.9  28.1  66.5  100.0 (917) 4.61  
(2.84)무배우(기혼) 1.9 0.0  9.3  18.5  70.4  100.0 (54) 4.56  

미혼 0.0 0.0  14.3  42.9  42.9  100.0 (21) 4.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0.0  5.2  28.8  65.5  100.0 (229) 4.59  

(0.08)고등학교 0.0 0.3  5.2  27.9  66.7  100.0 (384) 4.61  
대학 이상 0.3 0.6  5.4  26.8  67.0  100.0 (351) 4.60  

근로여부 한다(취업) 0.0 0.3  5.7  29.4  64.5  100.0 (598) 4.58  
(-1.01*)

안한다(비취업) 0.3 0.3  4.8  26.3  68.4  100.0 (392) 4.6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1.0  4.6  25.4  69.0  100.0 (197) 4.62  

(0.49)
200~299만원 0.0 0.0  6.8  28.4  64.8  100.0 (162) 4.58  
300~399만원 0.0 0.0  6.9  29.3  63.8  100.0 (174) 4.57  
400~499만원 0.0 0.0  6.5  28.2  65.3  100.0 (124) 4.59  
500만원 이상 0.4 0.4  1.7  29.4  68.0  100.0 (231) 4.6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0.4  4.7  26.4  68.5  100.0 (470) 4.63  
(1.36)보통 0.2 0.2  5.2  31.3  62.9  100.0 (402) 4.56  

(매우)나쁜 편 0.9 0.0  8.8  22.8  67.5  100.0 (114) 4.56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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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습 의 재 수 에 한 응답은 매우 그 다가 30.5%, 그

다 32.1%, 보통이다 30.8% 등으로 체 응답자의 62.6%가 건강한 생

활습  수 에 정 으로 응답하 으며, 재 수 의 평균 수는 3.85

으로 요성의 평균 수보다 0.75 이 낮은 수 이다(표 3-11 참조). 

건강한 생활습 에 한 수 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

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 높이 평가하 다.  

〈표 3-11〉 응답자 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3  5.4 30.8 32.1 30.5 100.0 (995) 3.85 　

지역 7대 광역시 0.9  4.9  33.0  31.1  30.1  100.0 (469) 3.85  
(-0.09)

9개 도지역 1.7  5.9  28.7  32.9  30.8  100.0 (526) 3.85  
성별 남자 1.9  6.1  30.9  32.1  29.0  100.0 (476) 3.80  

(-1.47)
여자 0.8  4.8  30.6  32.0  31.8  100.0 (519) 3.89  

연령 40~44세 2.9  7.7  30.4  32.4  26.6  100.0 (207) 3.72  

(1.72)
45~49세 1.4  5.6  28.5  34.1  30.4  100.0 (214) 3.86  
50~54세 1.4  5.0  28.2  29.5  35.9  100.0 (220) 3.94  
55~59세 0.5  5.7  29.4  30.9  33.5  100.0 (194) 3.91  
60~64세 0.0  2.5  39.4  33.8  24.4  100.0 (160) 3.80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1  5.1  31.0  32.2  30.6  100.0 (916) 3.86  
(1.08)무배우(기혼) 3.7  7.4  27.8  29.6  31.5  100.0 (54) 3.78  

미혼 4.8 14.3  23.8  33.3  23.8  100.0 (21) 3.5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5.2  32.6  33.5  27.0  100.0 (230) 3.79  

(0.83)고등학교 1.3  5.8  32.5  29.8  30.6  100.0 (382) 3.83  
대학 이상 1.1  5.4  28.5  33.3  31.6  100.0 (351) 3.89  

근로여부 한다(취업) 1.5  5.9  30.2  32.7  29.7  100.0 (596) 3.83  
(-0.73)

안한다(비취업) 1.0  4.8  31.3  31.0  31.8  100.0 (393) 3.8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  5.1  37.9  33.8  21.7  100.0 (198) 3.69  

(4.39**)
200~299만원 1.9  7.4  32.1  33.3  25.3  100.0 (162) 3.73  
300~399만원 1.2  4.0  33.5  26.0  35.3  100.0 (173) 3.90  
400~499만원 2.4  5.6  29.8  33.9  28.2  100.0 (124) 3.80  
500만원 이상 0.4  5.2  22.5  34.2  37.7  100.0 (231) 4.0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4  2.1  23.0  34.5  40.0  100.0 (473) 4.11  
(37.76***)보통 2.0  7.3  37.6  31.6  21.6  100.0 (399) 3.63  

(매우)나쁜 편 2.7 13.3  37.2  24.8  22.1  100.0 (113) 3.50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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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리적인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이 늘어날 것으

로 망된다. 이는 노후생활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

인 노후를 보낼 것이냐에 미의 심이 집 된다.     

일반 으로 노인은 육체 , 인지  기능의 퇴화 등의 신체  변화, 은

퇴 등으로 인한 사회  계망의 변화,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결혼 

등으로 빈둥우리의 가족변화 등 개인 ‧환경 인 변화를 총체 으로 경

험하면서 심리 으로 갈등, 우울증  불안감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심리  요인은 노후의 삶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서 성공 인 노후를 진단하는 데 상당히 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심리  측면의 성공 인 노후는 4가지 요인으로 측정된다.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를 

잘하는 것,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등이다. 

심리 인 측면의 성공 인 노후에 한 인식을 4가지 요인별로 요

도  재 수 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3 참조). 성공  

노후를 한 심리  측면의 요성에 한 태도는 노년기에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가 평균 4.48 으로 가장 높

고, 그 다음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 4.39 , 자신

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리 리를 잘 하는 것 4.38 , 삶의 목

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4.20 이다. 이는 노후의 삶의 만족

에 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부심을 갖는 삶, 자신과 환경변

화에 한 응, 그리고 목표에 한 성취감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음을 

시사한다. 

성공  노후를 한 심리  측면의 재 수 은 자신을 신뢰하고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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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부심을 갖는 요소가 3.87 으로 가장 높고, 자신과 환경의 변

화에 잘 응하고 자리 리를 잘 하는 것 3.83 , 노년기에 정 인 태

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평균 3.76 , 삶의 목표를 가지

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3.64 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성공적 노후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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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환경에 대한 적응

및자기관리

삶의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이루기

중요성 현재수준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가. 긍정적인 태도 및 삶의 만족감

심리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정 인 태도를 가지

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

는 60.1%로 과반수를 상회하 고, 요하다는 29.1%로 체 응답자의 

약 90%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를 보 으며, 보통과 ( ) 그 지 

않다는 약 10%로 미미하 다. 노년기에 정 인 태도로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요도는 평균 4.48 으로 매우 높았다(표 3-12 참조).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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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교육수 과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교육수 별 평균 수를 보면 학 이상 학력소지자가 4.62 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4.45 , 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4.29  

순으로 높아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

감을 느끼는 것에 한 요도가 높았다. 

〈표 3-12〉 응답자 특성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1 1.0  9.7 29.1 60.1 100.0 (998) 4.48 　

지역 7대 광역시 0.0 0.9  10.0  27.4  61.8  100.0 (468) 4.50  
(0.79)

9개 도지역 0.2 1.1   9.4  30.6  58.7  100.0 (530) 4.46  
성별 남자 0.2 1.0  10.4  31.1  57.2  100.0 (479) 4.44  

(-1.71)
여자 0.0 1.0   9.1  27.2  62.8  100.0 (519) 4.52  

연령 40~44세 0.0 1.0   9.6  25.4  64.1  100.0 (209) 4.53  

(2.18)
45~49세 0.0 1.4   4.7  30.5  63.4  100.0 (213) 4.56  
50~54세 0.0 0.5   9.9  30.6  59.0  100.0 (222) 4.48  
55~59세 0.5 1.0  11.4  26.9  60.1  100.0 (193) 4.45  
60~64세 0.0 1.2  14.3  32.3  52.2  100.0 (161) 4.35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1 0.9   9.3  29.1  60.5  100.0 (920) 4.49  
(0.51)이혼‧별거‧사별 0.0 1.9  11.3  30.2  56.6  100.0 (53) 4.42  

미혼 0.0 0.0  19.0  23.8  57.1  100.0 (21) 4.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0 1.7  17.4  31.3  49.6  100.0 (230) 4.29  

(15.16***)고등학교 0.3 1.3  10.2  29.2  59.0  100.0 (383) 4.45  
대학 이상 0.0 0.3   5.1  27.2  67.4  100.0 (353) 4.62  

근로 여부 한다(취업) 0.0 0.8  10.2  28.0  60.9  100.0 (599) 4.49  
(0.59)

안한다(비취업) 0.3 1.3   8.9  31.0  58.5  100.0 (393) 4.4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5 1.0  15.2  30.5  52.8  100.0 (197) 4.34  

(6.16***)
200~299만원 0.0 0.0   9.3  34.0  56.8  100.0 (162) 4.48  
300~399만원 0.0 1.7  10.3  28.0  60.0  100.0 (175) 4.46  
400~499만원 0.0 1.6   9.7  27.4  61.3  100.0 (124) 4.48  
500만원 이상 0.0 0.0   4.3  24.5  71.2  100.0 (233) 4.6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2 0.8   6.6  29.6  62.8  100.0 (473) 4.54  
(2.99)보통 0.0 0.7  12.0  29.7  57.6  100.0 (401) 4.44  

(매우)나쁜 편 0.0 2.6  14.0  24.6  58.8  100.0 (114) 4.39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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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별 평균 수를 보면 4.34～4.67 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요도가 높

았다. 따라서 고학력층과 고소득층에서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

족감을 느끼는 것에 해 정 인 태도를 보 다.   

심리 인 측면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가 22.9%, 그 다가 37.0%로 응답하

여 체 응답자의 약 60%인 과반수 이상이 재 수 에 만족하 다. 

보통은 34.4%로 1/3 수 이었고, ( ) 그 지 않다는 부정 인 의견

은 미미하 다.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의 

재 수 은 평균 3.76 으로 요도에 비해 0.72 이 낮았다.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재 수 은 

성, 교육수   주  건강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3-13 참

조). 성별로는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6.8%p 높았고, 보

통이다와 (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았다. 

교육수 별로는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는 비율은 49.2～68.1%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높았고, 보통이다는 28.2～38.7%로 교육수 이 낮을수록 높았

으며, (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3.7～12.2%로 학교 이하의 응답

자가 고등학교 이상보다 약 2배 높았다. 

주  건강상태별로는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는 비율은 40.4～71.7%로 주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높았고, 보통이다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2.6～21.9%로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높았다. 

노년기에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한 

재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 결혼상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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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 , 월평균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 평균 수를 보면 여자(3.85 )가 남자(3.65 )자 보다 더 높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  미혼보다 재 삶의 수 이 높

으며,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재 수 을 더 높이 평가하 다(표 3-13 참조). 

〈표 3-13〉 응답자 특성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7  3.9 34.4 37.0 22.9 100.0 (999) 3.76 　

지역 7대 광역시 1.7  4.5  36.3  33.5  23.9  100.0 (468) 3.74  4.97
(-0.68)9개 도지역 1.7  3.4  32.8  40.1  22.0  100.0 (531) 3.77  

성별 남자 2.7  5.0  35.9  37.2  19.2  100.0 (479) 3.65  14.56**
(-3.51***)여자 0.8  2.9  33.1  36.9  26.3  100.0 (520) 3.85  

연령 40~44세 2.9  2.9  33.0  39.7  21.5  100.0 (209) 3.74  

(0.86)
45~49세 0.5  3.3  34.1  35.5  26.6  100.0 (214) 3.85  
50~54세 1.4  4.1  35.6  34.7  24.3  100.0 (222) 3.77  
55~59세 3.1  6.7  28.5  38.9  22.8  100.0 (193) 3.72  
60~64세 0.6  2.5  42.2  36.6  18.0  100.0 (161) 3.69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2  3.6  34.7  37.1  23.5  100.0 (920) 3.78  
(5.10**)이혼‧별거‧사별 7.4  7.4  24.1  44.4  16.7  100.0 ( 54) 3.56  

미혼 9.5  9.5  47.6  14.3  19.0  100.0 ( 21) 3.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10.0  38.7  32.2  17.0  100.0 (230) 3.52  

44.83***
(11.24***)고등학교 1.0  2.6  37.9  34.7  23.8  100.0 (383) 3.78  

대학 이상 2.0  1.7  28.2  43.2  24.9  100.0 (354) 3.87  
근로여부 한다(취업) 1.3  3.2  33.6  38.2  23.7  100.0 (599) 3.80  4.21

(1.74)안한다(비취업) 2.3  4.8  35.8  35.3  21.8  100.0 (394) 3.7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  9.6  36.9  33.3  16.2  100.0 (198) 3.48  

(15.15***)
200~299만원 1.9  4.3  41.4  34.6  17.9  100.0 (162) 3.62  
300~399만원 0.6  3.4  37.9  36.8  21.3  100.0 (174) 3.75  
400~499만원 0.8  2.4  40.3  33.1  23.4  100.0 (124) 3.76  
500만원 이상 0.0  0.9  20.2  46.8  32.2  100.0 (233) 4.1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1.1  1.5  25.8  41.0  30.7  100.0 (473) 3.99  
117.87***
(39.16***)보통 0.7  3.7  44.0  35.8  15.7  100.0 (402) 3.62  

(매우)나쁜 편 7.0 14.9  37.7  24.6  15.8  100.0 (114) 3.27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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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신뢰‧존중 및 자부심

심리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52.9%로 

과반수 이상이 응답하 고, 요하다는 34.2%로 체 응답자의 약 90%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를 보 다. 노년기에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

부심을 갖는 것에 한 요도는 평균 4.39 으로 높았다(표 3-14 참조).  

〈표 3-14〉 응답자 특성별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 0.8 12.1 34.2 52.9 100.0 (1,000) 4.39 　

지역 7대 광역시 - 0.9  9.4  34.8  55.0  100.0 (469) 4.44  
(1.94)

9개 도지역 - 0.8 14.5  33.7  51.0  100.0 (531) 4.35  
성별 남자 - 1.0 13.8  35.2  50.0  100.0 (480) 4.34  

(-2.10*)
여자 - 0.6 10.6  33.3  55.6  100.0 (520) 4.44  

연령 40~44세 - 0.5 12.0  34.0  53.6  100.0 (209) 4.41  

(2.14)
45~49세 - 1.4  6.1  39.7  52.8  100.0 (214) 4.44  
50~54세 - 0.5 13.5  34.2  51.8  100.0 (222) 4.37  
55~59세 - 1.0 10.8  29.4  58.8  100.0 (194) 4.46  
60~64세 - 0.6 19.9  32.9  46.6  100.0 (161) 4.25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 0.9 11.7  34.9  52.6  100.0 (921) 4.39  
(0.02)이혼‧별거‧사별 - 0.0 16.7  25.9  57.4  100.0 (54) 4.41  

미혼 - 0.0 19.0  23.8  57.1  100.0 (21) 4.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0.4 17.0  34.3  48.3  100.0 (230) 4.30  

(2.70)고등학교 - 1.6 13.3  31.5  53.6  100.0 (384) 4.37  
대학 이상 - 0.3  8.8  37.0  54.0  100.0 (354) 4.45  

근로 

여부

한다(취업) - 1.0 10.7  34.8  53.5  100.0 (600) 4.41  
(0.91)

안한다(비취업) - 0.5 14.2  33.5  51.8  100.0 (394) 4.37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 1.0 18.2  30.8  50.0  100.0 (198) 4.30  

(2.82*)
200~299만원 - 1.2  9.9  43.8  45.1  100.0 (162) 4.33  
300~399만원 - 0.6 12.6  33.7  53.1  100.0 (175) 4.39  
400~499만원 - 0.8  8.9  34.7  55.6  100.0 (124) 4.45  
500만원 이상 - 0.9  8.2  30.5  60.5  100.0 (233) 4.5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 1.3  9.1  33.8  55.9  100.0 (474) 4.44  
(2.48)보통 - 0.2 14.9  36.1  48.8  100.0 (402) 4.33  

(매우)나쁜 편 - 0.9 14.9  28.9  55.3  100.0 (114) 4.39  

주: <표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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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에 한 요도

를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과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여자(4.44 )가 남자(4.34 )보다 

요도가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요도가 높았다(표 3-14 참조).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에 한 재 수 은 매

우 그 다가 27.0%, 그 다가 38.4%로 응답하여 체 응답자의 65.4%

인 2/3정도가 재 수 에 정 인 태도를 보 다. 보통은 30.4%로 

1/3 정도이었고, ( ) 그 지 않다는 부정 인 의견은 미미하 다. 자

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에 한 재 수 은 평균

수 3.87 으로 요도에 비해 0.52 이 낮았다.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에 한 재 수 을 응

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 근로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표 3-15 참조). 성별로

는 여자(3.94 )가 남자(3.80 ) 보다 재 수 이 더 높았고, 근로여부

별로는 취업자(3.94 )가 비취업자(3.78 ) 보다 더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

며 자부심을 갖는 것에 한 재 수 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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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응답자 특성별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8 3.4 30.4 38.4 27.0 100.0 (997) 3.87 　

지역 7대 광역시 1.1 3.2  27.8  38.3  29.6  100.0 (467) 3.92  
(1.60)

9개 도지역 0.6 3.6  32.6  38.5  24.7  100.0 (530) 3.83  
성별 남자 1.3 2.9  33.8  38.8  23.3  100.0 (477) 3.80  

(-2.59*)
여자 0.4 3.8  27.3  38.1  30.4  100.0 (520) 3.94  

연령 40~44세 1.0 3.4  30.8  39.9  25.0  100.0 (208) 3.85  

(0.35)
45~49세 0.5 3.3  25.7  43.5  27.1  100.0 (214) 3.93  
50~54세 0.5 1.8  35.6  34.7  27.5  100.0 (222) 3.87  
55~59세 2.1 4.2  27.6  39.1  27.1  100.0 (192) 3.85  
60~64세 0.0 5.0  32.3  34.2  28.6  100.0 (161) 3.86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3 3.6  30.4  38.2  27.5  100.0 (918) 3.89  
(2.04)이혼‧별거‧사별 5.6 1.9  31.5  38.9  22.2  100.0 (54) 3.70  

미혼 9.5 0.0  33.3  33.3  23.8  100.0 (21) 3.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3.5  33.6  35.4  25.8  100.0 (229) 3.80  

(2.28)고등학교 0.5 3.4  34.7  34.7  26.6  100.0 (383) 3.84  
대학 이상 0.6 3.1  25.2  43.6  27.5  100.0 (353) 3.94  

근로 

여부

한다(취업) 0.5 2.2  28.3  40.5  28.5  100.0 (597) 3.94  
(2.90**)

안한다(비취업) 1.0 5.3  33.5  35.3  24.9  100.0 (394) 3.7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5 4.5  35.4  31.3  26.3  100.0 (198) 3.74  

(8.01***)
200~299만원 0.6 5.6  34.6  42.0  17.3  100.0 (162) 3.70  
300~399만원 0.6 1.7  33.5  38.7  25.4  100.0 (173) 3.87  
400~499만원 0.0 1.6  32.5  36.6  29.3  100.0 (123) 3.93  
500만원 이상 0.0 1.7  19.3  43.8  35.2  100.0 (233) 4.1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4 1.3  22.1  42.0  34.2  100.0 (471) 4.08  
(31.95***)보통 0.2 3.7  38.6  37.6  19.9  100.0 (402) 3.73  

(매우)나쁜 편 4.4 11.4  36.8  26.3  21.1  100.0 (114) 3.48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 변화 적응 및 자기관리

심리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가 얼마나 요한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51.5%로 과반수가 응답하 고, 요하다는 35.9%로 체 응답자의 

87.4%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를 보 으며, 보통과 그 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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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 다. 노년기에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리 리에 

한 요도는 평균 4.38 으로 높았다(표 3-16 참조).  

노년기에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의 요성에 

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 수를 비교하면, 교육수 과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표 3-16〉 응답자 특성별 자신과 환경의 변화 적응 및 자기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 0.6 12.0 35.9 51.5 100.0 (997) 4.38 　

지역 7대 광역시 - 0.6 12.0  32.8  54.5  100.0 (466) 4.41  
(0.36)

9개 도지역 - 0.6 12.1  38.6  48.8  100.0 (531) 4.36  
성별 남자 - 0.6 13.4  38.6  47.4  100.0 (479) 4.33  

(0.24)
여자 - 0.6 10.8  33.4  55.2  100.0 (518) 4.43  

연령 40~44세 - 0.0 11.5  30.6  57.9  100.0 (209) 4.46  

(1.83)
45~49세 - 0.9  8.9  40.2  50.0  100.0 (214) 4.39  
50~54세 - 0.0 14.9  35.3  49.8  100.0 (221) 4.35  
55~59세 - 1.0  9.4  37.0  52.6  100.0 (192) 4.41  
60~64세 - 1.2 16.1  36.6  46.0  100.0 (161) 4.27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 0.7 11.4  36.0  52.0  100.0 (920) 4.39  
(2.06)이혼‧별거‧사별 - 0.0 17.3  34.6  48.1  100.0 (52) 4.31  

미혼 - 0.0 28.6  33.3  38.1  100.0 (21) 4.1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0.0 16.6  40.2  43.2  100.0 (229) 4.27  

(5.50**)고등학교 - 1.3 11.7  36.8  50.1  100.0 (383) 4.36  
대학 이상 - 0.3 10.2  32.3  57.2  100.0 (353) 4.46  

근로 

여부

한다(취업) - 0.7 10.7  36.7  51.9  100.0 (597) 4.40  
(1.35)

안한다(비취업) - 0.5 13.7  35.0  50.8  100.0 (394) 4.3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 0.5 16.2  33.5  49.7  100.0 (197) 4.32  

(2.39*)
200~299만원 - 1.2 11.8  40.4  46.6  100.0 (161) 4.32  
300~399만원 - 0.6  9.2  42.0  48.3  100.0 (174) 4.38  
400~499만원 - 1.6 13.7  36.3  48.4  100.0 (124) 4.31  
500만원 이상 - 0.0  9.4  31.3  59.2  100.0 (233) 4.5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 0.6 10.6  35.8  53.0  100.0 (472) 4.41  
(0.79)보통 - 0.5 13.0  37.2  49.4  100.0 (401) 4.35  

(매우)나쁜 편 - 0.9 15.8  30.7  52.6  100.0 (114) 4.3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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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 별로는 학 이상 학력소지자가 4.46 , 고등학교는 4.36 , 

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4.27  등의 순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노

년기에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에 한 요도가 

높았고, 가구소득별 평균 수는 4.32～4.50 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요도가 더 높았다.

<표 3-17>에서 자신과 환경의 변화 응과 자기 리에 한 재 수

을 보면, 매우 그 다가 26.0%, 그 다가 36.8%로 응답하여 체 응

답자의 62.8%인 과반수 이상이 재 수 에 정 인 태도를 보 다. 

보통은 32.4%로 1/3정도이었고, ( )그 지 않다는 부정 인 의견은 

미미하 다. 노년기에 자신과 환경의 변화 응과 자기 리에 한 재 

수 의 평균 수 3.83 으로 요도에 비해 재 수 이 0.55  낮았다.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에 한 재 수 을 응

답자 특성별 평균 수를 비교하면, 근로여부별,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

 건강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근로여부별로는 취업자(3.89 )가 비취업자(3.74 ) 보다 응  자

기 리에 한 재 수 이 더 높고, 가구소득별 평균 수는 3.65～4.05

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에 한 재 수 이 높았다. 주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좋은 편

인 응답자가 4.09 , 보통이다는 3.65 , 건강이 나쁜 편은 3.41  순으

로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재 수 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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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응답자 특성별 자신과 환경의 변화 적응 및 자기관리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5  4.3 32.4 36.8 26.0 100.0 (997) 3.83 　

지역 7대 광역시 0.4  4.5  32.9  36.8  25.4  100.0 (468) 3.82  
(0.40)

9개 도지역 0.6  4.2  31.9  36.9  26.5  100.0 (529) 3.84  
성별 남자 0.4  5.0  34.7  35.6  24.3  100.0 (478) 3.78  

(-1.79)
여자 0.6  3.7  30.3  38.0  27.6  100.0 (519) 3.88  

연령 40~44세 0.5  4.8  32.1  40.7  22.0  100.0 (209) 3.79  

(0.510)
45~49세 0.0  4.2  30.0  38.5  27.2  100.0 (213) 3.89  
50~54세 0.9  3.2  33.8  35.1  27.0  100.0 (222) 3.84  
55~59세 1.0  5.2  29.2  35.9  28.6  100.0 (192) 3.86  
60~64세 0.0  4.3  37.9  32.9  24.8  100.0 (161) 3.78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2  4.1  32.1  37.6  25.9  100.0 (918) 3.85  
(2.06)이혼‧별거‧사별 3.7  3.7  35.2  27.8  29.6  100.0 ( 54) 3.76  

미혼 4.8  9.5  38.1  28.6  19.0  100.0 ( 21) 3.4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3.9  40.2  31.0  23.6  100.0 (229) 3.72  

(2.48)고등학교 0.3  5.5  30.4  38.7  25.1  100.0 (382) 3.83  
대학 이상 0.3  3.1  32.2  37.0  27.4  100.0 (354) 3.88  

근로 여부 한다(취업) 0.2  3.7  31.3  36.5  28.4  100.0 (598) 3.89  
(2.63**)

안한다(비취업) 1.0  5.3  34.1  37.4  22.1  100.0 (393) 3.74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0  6.1  39.6  29.4  22.8  100.0 (197) 3.65  

(6.35***)
200~299만원 0.6  6.2  35.2  34.0  24.1  100.0 (162) 3.75  
300~399만원 0.0  2.3  34.5  36.8  26.4  100.0 (174) 3.87  
400~499만원 0.0  4.0  31.5  41.9  22.6  100.0 (124) 3.83  
500만원 이상 0.0  2.1  22.7  42.9  32.2  100.0 (233) 4.0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2  1.9  21.6  41.6  34.7  100.0 (473) 4.09  
(45.35***)보통 0.3  5.3  42.3  34.0  18.3  100.0 (400) 3.65  

(매우)나쁜 편 2.6 11.4  43.0  28.1  14.9  100.0 (114) 3.41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라. 삶의 목표를 통한 자기성장

심리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42.8%, 요하다는 35.8%로 체 응답자의 78.6%가 요하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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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를 보 다. 보통은 20.0%로 1/5이었고, ( ) 요하지 않다는 

미미하 다. 노년기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한 

요도는 평균 4.20 으로 높았다(표 3-18 참조). 

〈표 3-18〉 응답자 특성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2 1.2 20.0 35.8 42.8 100.0 (993) 4.20 　

지역 7대 광역시 0.0 1.9  20.2  32.0  45.9  100.0 (466) 4.22  
(0.78)

9개 도지역 0.4 0.6  19.9  39.1  40.0  100.0 (527) 4.18  
성별 남자 0.2 1.7  22.3  34.3  41.5  100.0 (475) 4.15  

(-1.71)
여자 0.2 0.8  18.0  37.1  44.0  100.0 (518) 4.24  

연령 40~44세 0.0 0.5  19.8  29.5  50.2  100.0 (207) 4.29  

(1.88)
45~49세 0.5 1.4  17.5  39.3  41.2  100.0 (211) 4.19  
50~54세 0.0 2.3  20.4  34.8  42.5  100.0 (221) 4.18  
55~59세 0.5 0.0  18.1  38.9  42.5  100.0 (193) 4.23  
60~64세 0.0 1.9  25.5  36.6  36.0  100.0 (161) 4.07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2 1.3  19.5  36.3  42.7  100.0 (914) 4.20  
(0.17)이혼‧별거‧사별 0.0 0.0  27.8  25.9  46.3  100.0 ( 54) 4.19  

미혼 0.0 0.0  28.6  33.3  38.1  100.0 ( 21) 4.1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0.4  20.5  42.4  36.2  100.0 (229) 4.14  

(1.33)고등학교 0.3 1.3  21.4  34.7  42.3  100.0 (378) 4.17  
대학 이상 0.0 1.7  19.2  32.2  46.9  100.0 (354) 4.24  

근로여부 한다(취업) 0.2 1.2  18.3  35.1  45.2  100.0 (595) 4.24  
(2.05*)

안한다(비취업) 0.3 1.3  22.4  37.0  39.0  100.0 (392) 4.13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5 0.5  21.3  38.6  39.1  100.0 (197) 4.15  

(2.54*)
200~299만원 0.0 2.5  21.3  38.1  38.1  100.0 (160) 4.12  
300~399만원 0.0 1.1  18.9  38.3  41.7  100.0 (175) 4.21  
400~499만원 0.8 0.8  22.6  36.3  39.5  100.0 (124) 4.13  
500만원 이상 0.0 0.9  16.5  30.4  52.2  100.0 (230) 4.3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1.1  17.3  36.1  45.6  100.0 (474) 4.26  
(3.61*)보통 0.5 1.3  23.0  36.9  38.4  100.0 (396) 4.11  

(매우)나쁜 편 0.0 1.8  21.9  31.6  44.7  100.0 (114) 4.19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노년기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의 요성에 한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근로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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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강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근로여부별로는 취업자(4.24 )가 비취업자(4.13 ) 보다 요도가 더 

높았고,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요도가 더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가 19.3%, 그 다가 34.9%로 응답하여 체 응답자의 54.2%가  

재 수 에 정 인 태도를 보 고, 보통이다는 37.1%, ( )그 지 

않다는 8.6% 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한 

재 수 은 평균 3.64 으로 요도에 비해 0.56 이 낮았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한 재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교육수 , 근로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표 3-19 참조).  

교육수 별로 평균 수는 학 이상이 3.7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은 고등학교 3.58 , 학교 3.51  순으로 높아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재 수 이 높았다. 근로여부별로는 취업자(3.77 )가 비취업자(3.45 ) 

보다 재수 이 더 높고, 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한 재 수

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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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응답자 특성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8  7.8 37.1 34.9 19.3 100.0 (994) 3.64 　

지역 7대 광역시 0.9  6.9  36.3  35.3  20.6  100.0 (465) 3.68  
(1.26)

9개 도지역 0.8  8.7  37.8  34.6  18.1  100.0 (529) 3.61  
성별 남자 0.8  8.0  37.0  36.6  17.6  100.0 (476) 3.62  

(-0.63)
여자 0.8  7.7  37.3  33.4  20.8  100.0 (518) 3.66  

연령 40~44세 1.4  7.2  34.4  39.2  17.7  100.0 (209) 3.65  

(1.88)
45~49세 0.0  6.6  36.5  36.0  20.9  100.0 (211) 3.71  
50~54세 0.5  5.0  39.8  33.0  21.7  100.0 (221) 3.71  
55~59세 1.6  8.8  34.7  36.3  18.7  100.0 (193) 3.62  
60~64세 0.6 13.1  40.6  28.8  16.9  100.0 (160) 3.48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7  7.9  36.8  35.1  19.6  100.0 (915) 3.65  
(0.58)이혼‧별거‧사별 1.9  9.3  38.9  33.3  16.7  100.0 (54) 3.54  

미혼 4.8  4.8  42.9  28.6  19.0  100.0 (21) 3.5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12.3  38.2  32.0  16.7  100.0 (228) 3.51  

(6.18**)고등학교 1.1  8.7  39.2  33.4  17.6  100.0 (380) 3.58  
대학 이상 0.6  4.5  35.3  37.6  22.0  100.0 (354) 3.76  

근로여부 한다(취업) 0.3  6.2  32.4  38.3  22.7  100.0 (598) 3.77  
(5.50***)

안한다(비취업) 1.5 10.5  43.8  29.7  14.4  100.0 (390) 3.45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 14.2  40.1  29.9  14.2  100.0 (197) 3.41  

(8.45***)
200~299만원 1.3  9.4  33.1  38.1  18.1  100.0 (160) 3.63  
300~399만원 0.6  6.3  37.9  35.6  19.5  100.0 (174) 3.67  
400~499만원 0.0  8.1  44.4  33.9  13.7  100.0 (124) 3.53  
500만원 이상 0.4  2.6  31.3  38.6  27.0  100.0 (233) 3.8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4  4.7  27.2  41.4  26.3  100.0 (471) 3.89  
(40.82***)보통 0.5  8.3  46.6  31.1  13.5  100.0 (399) 3.49  

(매우)나쁜 편 3.5 19.3  43.9  22.8  10.5  100.0 (114) 3.18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족적인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시 에 진입하면서 향후 노후생활이 길어

질 것으로 상된다. 일반 으로 노인은 은퇴와 함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등 가족과 함께하는 비 이 높아질 것이 망된다. 특히 부부생활

기간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망되면서 배우자와의 계가 성공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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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활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녀들에 

한 기 와 자녀와의 계는 정서 ‧물질  측면에서 노후생활에 요

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가족  측면의 성공 인 노후는 4가지 요인으로 측정된다. 부부가 

건강한 것,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자녀들과

의 물질 ‧정서  교류 등이다. 성공  노후를 한 가족  측면의 요성

에 한 태도는 부부가 건강한 것에 한 평균 수가 4.80 으로 가장 높

고, 그 다음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4.77 , 자녀들의 성공과 출

세 4.35 ,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는 4.23 이다(그림 3-4 참조). 

한편 성공  노후를 한 가족  측면의 재 수 은 부부간에 화목하

게 지내는 것이 4.10 으로 가장 높고,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는 

3.97 , 부부가 건강한 것 3.94  등으로 가족  측면의 각 요소간 요성

과 재 수 에는 부부에 한 요소가 자녀 련 요소보다 더 차이가 크다.

〔그림 3-4〕 성공적 노후에 대한 가족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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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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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건강

가족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부부가 건강한 것이 얼

마나 요한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83.1%로 4/5 이상이 응답하 고. 

요하다는 14.8%로 체 응답자의 다수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를 

보 다. 보통과 ( ) 요하지 않다는 미미하 다. 노년기에 부부가 건강

한 것에 한 요도는 평균 4.80 으로 매우 높았다(표 3-20 참조). 

〈표 3-20〉 응답자 특성별 부부가 건강한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2 0.1 1.8 14.8 83.1 100.0 (994) 4.80 　

지역 7대 광역시 0.4 0.2  1.5  12.6  85.3  100.0 (469) 4.82  
(1.01)

9개 도지역 0.0 0.0  2.1  16.8  81.1  100.0 (525) 4.79  
성별 남자 0.2 0.2  1.5  14.7  83.4  100.0 (476) 4.81  

(0.26)
여자 0.2 0.0  2.1  14.9  82.8  100.0 (518) 4.80  

연령 40~44세 0.5 0.0  1.9  16.8  80.8  100.0 (208) 4.77  

(0.89)
45~49세 0.0 0.0  0.0  15.5  84.5  100.0 (213) 4.85  
50~54세 0.0 0.0  2.7  15.0  82.3  100.0 (220) 4.80  
55~59세 0.0 0.0  1.0  15.1  83.9  100.0 (192) 4.83  
60~64세 0.6 0.6  3.7  10.6  84.5  100.0 (161) 4.78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2 0.1  1.4  14.3  84.0  100.0 (918) 4.82  
(4.05*)이혼‧별거‧사별 0.0 0.0  7.7  19.2  73.1  100.0 (52) 4.65  

미혼 0.0 0.0  5.0  25.0  70.0  100.0 (20) 4.6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0.0  3.6  11.6  84.4  100.0 (225) 4.80  

(0.30)고등학교 0.0 0.0  1.3  17.5  81.2  100.0 (383) 4.80  
대학 이상 0.3 0.3  1.1  13.6  84.7  100.0 (354) 4.82  

근로 여부 한다(취업) 0.0 0.0  1.5  15.2  83.3  100.0 (598) 4.82  
(1.10)

안한다(비취업) 0.5 0.3  2.3  14.4  82.6  100.0 (390) 4.7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0.5  3.1  16.0  80.4  100.0 (194) 4.76  

(1.78)
200~299만원 0.6 0.0  1.9  15.4  82.1  100.0 (162) 4.78  
300~399만원 0.6 0.0  1.7  13.8  83.9  100.0 (174) 4.80  
400~499만원 0.0 0.0  0.8  16.9  82.3  100.0 (124) 4.81  
500만원 이상 0.0 0.0  0.4  11.6  88.0  100.0 (233) 4.8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0.2  1.3  12.7  85.8  100.0 (472) 4.84  
(3.01)보통 0.2 0.0  2.0  17.0  80.8  100.0 (401) 4.78  

(매우)나쁜 편 0.9 0.0  3.6  15.3  80.2  100.0 (111) 4.74  

주: <표 3-1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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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부부가 건강한 것의 요성에 해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결혼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결혼상태

별로는 유배우자(동거)가 4.82 으로 매우 높았고, 이혼‧별거‧사별  

미혼은 각각 4.65  등으로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동거)가 부부의 건강

의 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 다.  

부부 건강의 재 수 은 매우 그 다가 32.0%, 그 다가 37.3%로 응

답하여 체 응답자의 2/3정도가 재 수 에 정 인 태도를 보 다. 보

통은 25.2%이었고, ( )그 지 않다는 미미하 다. 부부 건강의 재 수

의 평균은 3.94 으로 요도에 비해 0.86 이 낮았다(표 3-21 참조). 

부부가 건강한 것에 한 재 수 은 교육수 , 근로여부  주  

건강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교육수 별로는 부부가 건강한 것에 한 재 수 은 (매우)그 다는 

비율은 57.4～77.4%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높았고, 보통이다와 (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교육수 이 낮을수록 높았다.  

근로여부별로는 부부가 건강한 것에 한 재 수 은 근로자는 (매

우)그 다는 비율이 70.8%로 2/3 이상이 재 수 에 정 이었고, 보

통은 25.0%이었고, ( )그 지 않다는 미미하 다. 비근로자는 (매우)

그 다는 비율이 66.9%로 근로자보다 재 수 이 다소 낮았고, 보통과 

( )그 지 않다는 비슷한 분포를 보 다.          

주  건강상태별로는 부부가 건강한 것에 한 재 수 은 (매우)그

다는 비율은 39.1～83.5%로 주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높았다. 보통

이다와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높았다. 

부부가 건강한 것에 한 재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 근로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연령별로는 45∼49세가 4.09 으로 재 수 이 가장 높았고, 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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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3.63  등으로 체로 연령이 을수록 재 수 이 높았고,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근로여부별로는 취업자, 그리고 교육수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한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부건강의 재 수

이 더 높았다. 

〈표 3-21〉 응답자 특성별 부부가 건강한 것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3  4.2 25.2 37.3 32.0 100.0 (978) 3.94 　

지역 7대 광역시  2.0  3.7  26.7  34.5  33.2  100.0 (461) 3.93  6.14
(-0.38)9개 도지역  0.8  4.6  23.8  39.8  30.9  100.0 (517) 3.96  

성별 남자  1.5  4.9  25.5  35.8  32.3  100.0 (467) 3.93  1.99
(-0.64)여자  1.2  3.5  24.9  38.7  31.7  100.0 (511) 3.96  

연령 40~44세  1.0  2.0  21.2  43.3  32.5  100.0 (203) 4.04  

(6.59***)
45~49세  0.0  1.4  26.5  33.6  38.4  100.0 (211) 4.09  
50~54세  1.4  4.1  24.9  39.6  30.0  100.0 (217) 3.93  
55~59세  1.6  7.9  19.5  35.3  35.8  100.0 (190) 3.96  
60~64세  3.2  6.4  35.7  33.8  21.0  100.0 (157) 3.63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5  4.0  24.7  37.8  32.9  100.0 (920) 3.99  
(17.05***)이혼‧별거‧사별 10.0 10.0  37.5  30.0  12.5  100.0 (40) 3.25  

미혼 28.6  0.0  21.4  21.4  28.6  100.0 (14) 3.2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  7.9  30.6  33.8  23.6  100.0 (216) 3.65  

45.91***
(15.22***)고등학교  0.3  3.9  27.1  34.5  34.2  100.0 (380) 3.98  

(전문)대학 이상  0.9  2.0  19.7  44.0  33.4  100.0 (350) 4.07  
근로 여부 한다(취업)  0.5  3.7  25.0  36.5  34.3  100.0 (592) 4.00  11.23*

(2.43*)안한다(비취업)  2.6  5.0  25.5  38.3  28.6  100.0 (381) 3.85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4  8.6  30.5  33.7  20.9  100.0 (187) 3.54  

(15.02***)
200~299만원  0.6  5.0  32.1  32.7  29.6  100.0 (159) 3.86  
300~399만원  0.0  1.7  17.4  45.9  34.9  100.0 (172) 4.14  
400~499만원  0.0  3.2  24.2  35.5  37.1  100.0 (124) 4.06  
500만원 이상  0.0  2.6  20.2  37.8  39.5  100.0 (233) 4.1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6  0.9  15.0  36.8  46.7  100.0 (467) 4.28  
199.31***
(90.03***)보통  0.8  4.1  34.5  40.9  19.7  100.0 (391) 3.75  

(매우)나쁜 편  6.4 19.1  35.5  27.3  11.8  100.0 (110) 3.19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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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부간에 화목

가족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80.1%로 체의 4/5이었

고, 요하다는 17.4%로 체 응답자의 다수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

를 보 다. 보통과 ( ) 요하지 않다는 미미하 다. 노년기에 부부간에 화

목하게 지내는 것에 한 요도는 평균 4.77 으로 높았다(표 3-22 참조). 

〈표 3-22〉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1 0.3 2.1 17.4 80.1 100.0 (990) 4.77 　

지역 7대 광역시 0.2 0.4  1.5  15.8  82.0  100.0 (467) 4.79  
(1.16)

9개 도지역 0.0 0.2  2.7  18.7  78.4  100.0 (523) 4.75  
성별 남자 0.2 0.0  1.1  15.4  83.3  100.0 (473) 4.82  

(2.77**)
여자 0.0 0.6  3.1  19.1  77.2  100.0 (517) 4.73  

연령 40~44세 0.0 0.0  3.9  15.9  80.2  100.0 (207) 4.76  

(0.84)
45~49세 0.0 0.0  0.9  17.9  81.1  100.0 (212) 4.80  
50~54세 0.0 0.5  1.8  20.5  77.2  100.0 (219) 4.74  
55~59세 0.0 0.0  1.0  17.3  81.7  100.0 (191) 4.81  
60~64세 0.6 1.2  3.1  14.3  80.7  100.0 (161) 4.73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1 0.1  1.8  16.8  81.1  100.0 (920) 4.79  
(6.48**)이혼‧별거‧사별 0.0 4.1  4.1  24.5  67.3  100.0 ( 49) 4.55  

미혼 0.0 0.0  5.9  29.4  64.7  100.0 ( 17) 4.5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0 0.9  2.7  13.9  82.5  100.0 (223) 4.78  

(0.40)고등학교 0.0 0.3  2.6  18.5  78.6  100.0 (384) 4.76  
대학 이상 0.3 0.0  1.1  17.9  80.7  100.0 (352) 4.79  

근로여부 한다(취업) 0.0 0.2  1.8  16.5  81.5  100.0 (595) 4.79  
(1.64)

안한다(비취업) 0.3 0.5  2.6  18.5  78.1  100.0 (389) 4.74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0.5  4.1  15.5  79.9  100.0 (194) 4.75  

(1.13)
200~299만원 0.6 0.0  2.5  19.1  77.8  100.0 (162) 4.73  
300~399만원 0.0 0.0  1.7  16.2  82.1  100.0 (173) 4.80  
400~499만원 0.0 0.0  1.6  17.7  80.6  100.0 (124) 4.79  
500만원 이상 0.0 0.4  0.4  15.5  83.6  100.0 (232) 4.8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0.6  1.5  15.3  82.6  100.0 (472) 4.80  
(1.41)보통 0.3 0.0  2.0  20.7  77.0  100.0 (396) 4.74  

(매우)나쁜 편 0.0 0.0  5.4  13.4  81.3  100.0 (112) 4.76  

주: <표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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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한 요성을 응답자 특성

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 결혼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 

성별로는 남자(4.82 )가 여자(4.73 )보다 노년기에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요하게 인식하 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4.79 )가 

이혼‧별거‧사별(4.55 ) 는 미혼(4.59 )인 무배우자보다 상 으로 

요도가 더 높았다.

부부간 화목에 한 재 수 을 보면, 매우 그 다가 42.2%이었고, 

그 다는 32.9%가 응답하여 체의 75.1%가 재 수 에 정 인 태

도를 보 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9.7%이었고, ( )그 지 않다는 

5.3%로 매우 낮았다. 부부간 화목에 한 재 수 의 평균 수는 4.10

으로 요도에 비해 0.67 이 낮았다(표 3-23 참조).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한 재 수 의 분포는 주  건강

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즉, 주  건강상태별 부부간에 화목하

게 지내는 것에 한 재 수 은 (매우)그 다는 비율은 53.2～84.1%

로 주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높았다. 보통이다와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높았다.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한 재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

균 수를 비교하면, 결혼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별

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4.15 )가 상 으로 부부가 화목하게 지

내는 것에 한 재 수 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재 수 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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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2.3  3.0 19.7 32.9 42.2 100.0 (971) 4.10 　

지역 7대 광역시  3.1  3.7  18.3  33.1  41.8  100.0 (459) 4.07  4.74
(-0.86)9개 도지역  1.6  2.3  20.9  32.6  42.6  100.0 (512) 4.12  

성별 남자  1.7  2.2  20.1  33.0  43.0  100.0 (463) 4.13  3.36
(1.11)여자  2.8  3.7  19.3  32.7  41.5  100.0 (508) 4.06  

연령 40~44세  2.0  2.0  17.9  35.3  42.8  100.0 (201) 4.15  

(1.54)
45~49세  1.9  2.9  19.0  33.3  42.9  100.0 (210) 4.12  
50~54세  2.8  2.8  23.1  32.9  38.4  100.0 (216) 4.01  
55~59세  2.1  2.1  16.5  32.4  46.8  100.0 (188) 4.20  
60~64세  2.6  5.8  21.8  29.5  40.4  100.0 (156) 3.99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3  2.7  19.2  33.1  43.7  100.0 (918) 4.15  
(29.72***)이혼‧별거‧사별  21.6  10.8  27.0  29.7  10.8  100.0 ( 37) 2.97  

미혼  15.4   0.0  30.8  15.4  38.5  100.0 ( 13) 3.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3  2.3  25.7  32.2  36.4  100.0 (214) 3.96  

13.15
(2.86)고등학교  2.1  3.7  20.1  29.6  44.4  100.0 (378) 4.11  

대학 이상  1.7  2.6  16.4  36.5  42.8  100.0 (348) 4.16  
근로여부 한다(취업)  1.4  2.4  20.6  33.9  41.7  100.0 (587) 4.12  8.79

(1.02)안한다(비취업)  3.7  4.0  18.5  30.7  43.1  100.0 (378) 4.0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4  3.7  25.7  29.9  34.2  100.0 (187) 3.82  

(7.07***)
200~299만원  1.9  3.8  20.9  32.9  40.5  100.0 (158) 4.06  
300~399만원  1.2  0.6  18.0  37.2  43.0  100.0 (172) 4.20  
400~499만원  0.8  2.5  20.5  33.6  42.6  100.0 (122) 4.15  
500만원 이상  0.4  3.5  14.8  29.1  52.2  100.0 (230) 4.2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1.3  2.2  12.5  31.0  53.1  100.0 (465) 4.32  
90.32***

(35.47***)보통  1.6  2.8  25.3  37.7  32.6  100.0 (387) 3.97  
(매우)나쁜 편  9.2  7.3  30.3  24.8  28.4  100.0 (109) 3.56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가족  측면에서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요인은 노년기의 요도 부분

은 측정하 으나, 재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수 은 측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연령층(44～64세)을 기 으로 볼 때 자녀들의 성공

과 출세를 악하기에는 치 않은 가족주기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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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의 요성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50.9%로 과반수

가 응답하 고, 요하다는 34.6%로 체 응답자의 85.5%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를 보 고, 보통과 ( ) 요하지 않다는 미미하 다(표 3-24 참조). 

〈표 3-24〉 응답자 특성별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3 1.1 13.2 34.6 50.9 100.0 (995) 4.35 　

지역 7대 광역시 0.6 1.3  12.0  37.0  49.0  100.0 (467) 4.33  
(-0.78)

9개 도지역 0.0 0.9  14.2  32.4  52.5  100.0 (528) 4.36  
성별 남자 0.6 1.9  16.4  35.3  45.8  100.0 (476) 4.24  

(-4.25**)
여자 0.0 0.4  10.2  33.9  55.5  100.0 (519) 4.45  

연령 40~44세 0.0 1.0  19.6  37.3  42.1  100.0 (209) 4.21  

(3.17*)
45~49세 0.0 0.5  11.4  37.9  50.2  100.0 (211) 4.38  
50~54세 0.9 2.3  11.3  31.7  53.8  100.0 (221) 4.35  
55~59세 0.0 1.0  13.5  36.3  49.2  100.0 (193) 4.34  
60~64세 0.6 0.6  9.3  28.6  60.9  100.0 (161) 4.48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3 1.2  12.9  35.0  50.5  100.0 (920) 4.34  
(1.60)이혼‧별거‧사별 0.0 0.0  14.8  22.2  63.0  100.0 (54) 4.48  

미혼 0.0 0.0  17.6  52.9  29.4  100.0 (17) 4.1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0 0.9  11.4  30.7  57.0  100.0 (228) 4.44  

(9.21***)고등학교 0.3 1.0  11.5  32.4  54.8  100.0 (383) 4.40  
(전문)대학 이상 0.6 1.4  16.8  40.1  41.2  100.0 (352) 4.20  

근로여부 한다(취업) 0.3 1.3  14.1  34.9  49.3  100.0 (596) 4.32  
(1.69)

안한다(비취업) 0.3 0.8  11.2  34.4  53.4  100.0 (393) 4.4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1.5  8.6  31.0  58.9  100.0 (197) 4.47  

(3.25*)
200~299만원 1.2 0.6  21.1  29.8  47.2  100.0 (161) 4.21  
300~399만원 0.0 2.3  12.6  40.8  44.3  100.0 (174) 4.27  
400~499만원 0.8 0.8  13.7  32.3  52.4  100.0 (124) 4.35  
500만원 이상 0.0 0.4  12.1  34.5  53.0  100.0 (232) 4.40  

기혼자의

자녀수

없음 8.3 0.0  16.7  33.3  41.7  100.0 (12) 4.00  

(2.38)
1명 0.0 1.6  18.9  33.9  45.7  100.0 (127) 4.24  
2명 0.2 1.4  12.6  35.1  50.8  100.0 (589) 4.35  
3명 이상 0.4 0.4  11.3  32.6  55.2  100.0 (239) 4.4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1.5  12.9  34.7  51.0  100.0 (473) 4.35  
(0.47)보통 0.8 0.8  13.8  35.2  49.5  100.0 (398) 4.32  

(매우)나쁜 편 0.0 0.9  13.2  31.6  54.4  100.0 (114) 4.39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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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측면의 성공  노후로서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의 요도는 평

균 4.35 으로 높았다.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성공 인 노후 요인으로 

자녀에 한 기 가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의 요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

면 성별, 연령별, 교육수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여자(4.45 )가 남자(4.24 ) 보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더 

요하게 인식하 고, 체로 연령이 많거나 교육수 이 낮을수록 더 요

하게 인식하 다. 한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40 )이거나 199

만원 이하(4.47 )인 경우 간소득층(4.21∼4.35 )보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에 한 요도가 더 높았다. 

라.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

가족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자녀들과의 물질 ‧정

서  교류의 요성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43.3%가 응답하 고, 

요하다는 38.1%로 체 응답자의 4/5정도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

를 보 다. 보통은 17.0%가 응답하 고, ( ) 요하지 않다는 미미하

다. 노년기에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의 요도는 평균 4.23

으로 높았다(표 3-25 참조). 

노년기에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의 요성을 응답자 특성별

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여자(4.30 )가 남자(4.15 )보다 자녀와의 교류를 더 요

하게 인식하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32 )이거나 199만원 

이하(4.31 )인 경우 간소득층(4.10∼4.19 )보다 노년기의 자녀들과

의 물질 ‧정서  교류에 한 더 요하게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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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응답자 특성별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3 1.3 17.0 38.1 43.3 100.0 (995) 4.23 　

지역 7대 광역시 0.4 0.9  17.1  37.2  44.4  100.0 (468) 4.24  
(0.08)

9개 도지역 0.2 1.7  16.9  38.9  42.3  100.0 (527) 4.21  
성별 남자 0.4 1.9  20.4  37.3  40.0  100.0 (475) 4.15  

(-3.16**)
여자 0.2 0.8  13.8  38.8  46.3  100.0 (520) 4.30  

연령 40~44세 0.5 1.0  16.3  37.0  45.2  100.0 (208) 4.25  

(1.11)
45~49세 0.0 1.9  17.9  40.1  40.1  100.0 (212) 4.18  
50~54세 0.0 1.4  18.6  38.9  41.2  100.0 (221) 4.20  
55~59세 0.0 0.5  13.0  40.4  46.1  100.0 (193) 4.32  
60~64세 1.2 1.9  19.3  32.9  44.7  100.0 (161) 4.18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3 1.4  17.2  37.5  43.6  100.0 (920) 4.23  
(0.32)이혼‧별거‧사별 0.0 0.0  13.0  42.6  44.4  100.0 ( 54) 4.31  

미혼 0.0 0.0  11.8  52.9  35.3  100.0 ( 17) 4.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0 2.2  16.2  35.5  46.1  100.0 (228) 4.25  

(0.52)고등학교 0.3 1.6  16.9  36.2  45.1  100.0 (384) 4.24  
대학 이상 0.6 0.3  17.4  42.7  39.0  100.0 (351) 4.19  

근로여부 한다(취업) 0.2 1.0  18.5  38.4  41.9  100.0 (596) 4.21  
(0.92)

안한다(비취업) 0.5 1.8  14.5  37.9  45.3  100.0 (393) 4.2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0.0  15.8  37.8  46.4  100.0 (196) 4.31  

(2.61*)
200~299만원 0.6 1.9  22.2  37.0  38.3  100.0 (162) 4.10  
300~399만원 0.6 1.7  17.8  39.1  40.8  100.0 (174) 4.18  
400~499만원 0.0 1.6  18.5  39.5  40.3  100.0 (124) 4.19  
500만원 이상 0.0 0.4  15.1  36.2  48.3  100.0 (232) 4.32  

기혼자의

자녀수

없음 0.0 0.0  16.7  41.7  41.7  100.0 (12) 4.25  

(0.68)
1명 0.0 3.1  18.1  39.4  39.4  100.0 (127) 4.15  
2명 0.2 1.2  17.0  36.2  45.5  100.0 (589) 4.26  
3명 이상 0.8 0.8  16.3  40.2  41.8  100.0 (239) 4.2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2 0.8  17.8  39.2  41.9  100.0 (472) 4.22  
(0.80)보통 0.5 1.8  16.8  37.8  43.1  100.0 (399) 4.21  

(매우)나쁜 편 0.0 1.8  14.9  33.3  50.0  100.0 (114) 4.32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가 

31.8%, 그 다는 38.6%로 응딥히여 체 응답자의 약 70%가 재 수

에 정 이었다. 보통은 25.1%로 체의 1/4이었고, ( )그 지 않

다는 미미하 다.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에 한 재 수 의 

평균 수는 3.97 으로 요도에 비해 0.26 이 낮았다(표 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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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응답자 특성별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9  3.6 25.1 38.6 31.8 100.0 (984) 3.97 　

지역 7대 광역시  1.7  4.4  24.2  38.1  31.6  100.0  (459) 3.93  
(-1.11)

9개 도지역  0.2  2.9  25.9  39.0  32.0  100.0  (525) 4.00  
성별 남자  1.5  3.9  28.7  36.4  29.6  100.0  (467) 3.89  

(-2.74**)
여자  0.4  3.3  21.9  40.6  33.8  100.0  (517) 4.04  

연령 40~44세  1.0  2.5  22.5  42.0  32.0  100.0  (200) 4.01  

(4.32**)
45~49세  0.0  2.4  19.3  47.2  31.1  100.0  (212) 4.07  
50~54세  0.9  5.0  24.5  37.3  32.3  100.0  (220) 3.95  
55~59세  0.5  4.2  23.6  34.6  37.2  100.0  (191) 4.04  
60~64세  2.5  3.7  38.5  29.8  25.5  100.0  (161) 3.72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5  3.6  24.3  39.1  32.5  100.0  (915) 3.99  
(5.49**)이혼‧별거‧사별  5.7  1.9  37.7  28.3  26.4  100.0  (53) 3.68  

미혼  8.3  8.3  33.3  33.3  16.7  100.0  (12) 3.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3.6  28.0  36.0  31.1  100.0  (225) 3.92  

(0.60)고등학교  0.3  4.5  26.4  36.1  32.7  100.0  (379) 3.97  
대학 이상  1.1  2.6  22.4  42.5  31.3  100.0  (348) 4.00  

근로여부 한다(취업)  0.8  2.9  23.9  40.2  32.2  100.0  (594) 4.00  4.34
(1.27)안한다(비취업)  1.0  4.7  26.8  35.7  31.8  100.0  (384) 3.9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1  5.2  34.9  34.4  22.4  100.0  (192) 3.68  

(9.16***)
200~299만원  0.6  3.7  29.8  36.6  29.2  100.0  (161) 3.90  
300~399만원  0.0  3.5  21.5  37.2  37.8  100.0  (172) 4.09  
400~499만원  0.0  3.2  25.0  44.4  27.4  100.0  (124) 3.96  
500만원 이상  0.0  2.6  17.8  40.9  38.7  100.0  (230) 4.16  

기혼자의

자녀수

없음 12.5 12.5  37.5  12.5  25.0  100.0  (8) 3.25  

(2.51)
1명  0.8  5.5  22.8  44.1  26.8  100.0  (127) 3.91  
2명  0.5  2.4  24.8  39.8  32.5  100.0  (588) 4.01  
3명 이상  1.3  5.0  26.1  33.2  34.5  100.0  (238) 3.9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4  3.4  18.0  38.1  40.0  100.0  (472) 4.14  
(19.27***)보통  0.8  2.8  31.6  42.0  22.9  100.0  (393) 3.83  

(매우)나쁜 편  3.7  7.3  32.1  30.3  26.6  100.0  (109) 3.69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에 한 재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 연령, 결혼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주  건

강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여자(4.04 )가 남자(3.89 )보다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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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에 한 재 수 이 더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

자보다 재 수 이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에 한 재 수 이 상

으로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으나 일

정한 경향은 없었다.    

  4. 경제적인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이 늘어나면서 노인은 사회에서 은퇴 

후 평균 20～30년간은 일정한 근로 소득 없이 공사연   재산, 사

이 소득 등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노후에 있어서 경제 인 측

면은 기본 인 의식생활부터, 주거생활 그리고 보건의료생활에 이르기까

지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직 이고 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늘어난 노후생활에 있어

서 경제  측면에서 성공 인 노후가 상당히 요함을 의미한다. 

노인의 경제 인 측면의 성공 인 노후는 2가지 요인으로 측정된다.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노후의 경제  안정  여

유 등이다. 경제 인 측면의 성공 인 노후에 한 인식을 2가지 요인별

로 노년기에 요도  재 수 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  노후를 한 경제  측면의 요성에 한 태도는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 4.63 으로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의 4.57  보다 높았다. 성공  노후를 한 경제  측면의 재 수

은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의 재 수 이 4.25

이고,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 수 은 3.76 이다. 경제  측면의 

두 요소 간 요성과 재 수 에는 차이가 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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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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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않기

노후의경제적 안정 및여유

중요성 현재수준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가. 경제적 독립: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음

경제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년기에 경제 으로 다른 사람

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71.2%로 체 응답자의 2/3 이상이었으며, 요하다는 21.8%로 응답자

의 다수가 요하다는 정 인 태도를 보 고, 보통과 ( )그 지 

않다는 미미하 다. 노년기에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평균 수는 4.63 으로 매우 높았다. 

노년기에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의 요성에 

한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 결혼상태별, 교육수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  경제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표 3-27 참조). 성별로는 여자(4.67 )가 남자(4.58 )보다 노년기

에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더 요하게 인식하

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4.64 )가 무배우자(기혼 4.59 , 미혼 

4.24 )보다 요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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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에 경제  독립에 한 요도가 더 높았다. 

〈표 3-27〉 응답자 특성별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3 1.1 5.5 21.8 71.2 100.0 (998) 4.63 　

지역 7대 광역시 0.4 0.9  6.0  19.8  72.9  100.0 (469) 4.64  
(0.60)

9개 도지역 0.2 1.3  5.1  23.6  69.8  100.0 (529) 4.61  
성별 남자 0.6 0.8  7.1  23.1  68.3  100.0 (480) 4.58  

(-2.23*)
여자 0.0 1.4  4.1  20.7  73.9  100.0 (518) 4.67  

연령 40~44세 0.5 1.0  4.3  26.8  67.5  100.0 (209) 4.60  

(1.98)
45~49세 0.0 0.5  5.1  22.9  71.5  100.0 (214) 4.65  
50~54세 0.0 1.4  5.9  17.6  75.2  100.0 (222) 4.67  
55~59세 0.5 1.0  4.7  17.6  76.2  100.0 (193) 4.68  
60~64세 0.6 1.9  8.1  25.0  64.4  100.0 (160) 4.51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2 1.1  5.4  21.1  72.1  100.0 (919) 4.64  
(3.80*)이혼‧별거‧사별 0.0 1.9  3.7  27.8  66.7  100.0 (54) 4.59  

미혼 4.8 0.0  9.5  38.1  47.6  100.0 (21) 4.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2.2  6.6  27.1  63.8  100.0 (229) 4.52  

(3.94*)고등학교 0.0 1.3  5.5  20.8  72.4  100.0 (384) 4.64  
대학 이상 0.6 0.3  5.1  19.8  74.2  100.0 (353) 4.67  

근로여부 한다(취업) 0.0 1.7  5.7  21.7  71.0  100.0 (599) 4.62  
(0.33)

안한다(비취업) 0.8 0.3  5.3  22.1  71.5  100.0 (393) 4.63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5 2.0  7.1  29.4  60.9  100.0 (197) 4.48  

(5.10***)
200~299만원 0.6 0.0  4.9  24.7  69.8  100.0 (162) 4.63  
300~399만원 0.0 2.3  5.7  18.4  73.6  100.0 (174) 4.63  
400~499만원 0.0 0.8  4.0  23.4  71.8  100.0 (124) 4.66  
500만원 이상 0.0 0.4  3.4  15.5  80.7  100.0 (233) 4.7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1.3  4.2  18.8  75.7  100.0 (473) 4.69  
(4.04*)보통 0.5 0.2  7.5  23.9  67.8  100.0 (401) 4.58  

(매우)나쁜 편 0.9 2.6  4.4  26.3  65.8  100.0 (114) 4.54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경제  독립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가 51.5%로 과반수가 

응답하 고, 그 다는 27.6%로 응답하여 체 응답자의 4/5정도가 재 

수 에 정 인 태도를 보 다. 보통은 16.6%이었고, ( )그 지 않

다는 미미하 다. 경제 으로 독립의 재 수 은 평균 4.25 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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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비해 0.38 이 낮았다.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한 재 수 은 지

역, 성별, 근로여부  주  건강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3-28 참조).

지역별로는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한 재 

수 이 (매우)그 다는 비율은 7  역시가 9개 도지역에 비해 3.6%포

인트 더 높았으며, 보통과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9개 도지역이 다

소 높았다. 성별로는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한 재 수 이 (매우)그 다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9.5%포인트 더  

높았으며, 보통과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남자가 다소 높았다. 

근로여부별로는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한 

재 수 이 (매우)그 다는 비율은 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3.9%p 높았

으며, 보통과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비근로자가 다소 높았다. 

주  건강상태별로는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에 한 재 수 이 (매우)그 다는 비율은 58.8～85.8%로 주  건

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높았다. 보통이다와 ( )그 지 않다는 비율

은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높았다.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한 재 수 을 응답

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근로여부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  건강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여자(4.37 )가 남자(4.11 )보다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재 수 이 더 높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 근

로여부별로는 취업자,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재 수 이 더 높

았다. 연령별로는 45∼49세가 4.40 으로 가장 높았으나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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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응답자 특성별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4 2.9 16.6 27.6 51.5 100.0 (1,000) 4.25 　

지역 7대 광역시 2.1 3.4  13.4  29.0  52.0  100.0 (469) 4.25  10.19*
(0.15)9개 도지역 0.8 2.4  19.4  26.4  51.0  100.0 (531) 4.24  

성별 남자 2.1 4.4  19.4  28.3  45.8  100.0 (480) 4.11  20.22***
(-4.41**)여자 0.8 1.5  14.0  26.9  56.7  100.0 (520) 4.37  

연령 40~44세 1.9 4.3  18.2  30.6  45.0  100.0 (209) 4.12  

(3.63**)
45~49세 0.5 0.9  15.0  25.7  57.9  100.0 (214) 4.40  
50~54세 1.4 2.7  15.3  25.7  55.0  100.0 (222) 4.30  
55~59세 2.1 3.6  13.9  24.7  55.7  100.0 (194) 4.28  
60~64세 1.2 3.1  21.7  32.3  41.6  100.0 (161) 4.10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9 2.1  15.9  27.5  53.7  100.0 (921) 4.31  
(34.54***)이혼‧별거‧사별   1.9  13.0  31.5  29.6  24.1  100.0 (54) 3.61  

미혼  23.8  14.3  14.3  28.6  19.0  100.0 (21) 3.0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3.9  20.0  26.5  47.4  100.0 (230) 4.13  

5.70
(2.44)고등학교 1.0 2.6  16.4  27.6  52.3  100.0 (384) 4.28  

대학 이상 1.4 2.5  15.0  27.4  53.7  100.0 (354) 4.29  
근로 

여부

한다(취업) 0.5 2.2  16.7  27.8  52.8  100.0 (600) 4.30  12.35*
(2.22**)안한다(비취업) 2.8 4.1  16.5  27.2  49.5  100.0 (394) 4.1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 5.6  24.7  29.3  36.4  100.0 (198) 3.88  

(19.20***)
200~299만원 1.9 5.6  17.9  27.2  47.5  100.0 (162) 4.13  
300~399만원 0.0 0.6  17.1  33.1  49.1  100.0 (175) 4.31  
400~499만원 0.8 0.8  13.7  26.6  58.1  100.0 (124) 4.40  
500만원 이상 0.0 0.4  8.2  23.2  68.2  100.0 (233) 4.5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1.9  12.2  25.3  60.5  100.0 (474) 4.45  
119.09***
(37.93***)보통 0.7 2.0  20.6  31.6  45.0  100.0 (402) 4.18  

(매우)나쁜 편 9.6 10.5  21.1  22.8  36.0  100.0 (114) 3.6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나.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경제  측면의 성공  노후에 있어서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가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매우 요하다는 65.5%로 과반

수 이상이 응답하 고, 요하다는 27.1%로 체 응답자의 90%이상이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를 요하다고 인식하 다. 보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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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다는 미미하 다.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요

도는 평균 4.57 으로 높았다(표 3-29 참조).  

〈표 3-29〉 응답자 특성별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2 0.4 6.8 27.1 65.5 100.0 (993) 4.57 　

지역 7대 광역시 0.2 0.2  6.0  26.0  67.5  100.0 (465) 4.60  
(1.46)

9개 도지역 0.2 0.6  7.6  28.0  63.6  100.0 (528) 4.54  
성별 남자 0.4 0.6  7.5  27.9  63.5  100.0 (477) 4.53  

(-1.72)
여자 0.0 0.2  6.2  26.4  67.2  100.0 (516) 4.61  

연령 40~44세 0.5 0.0  8.7  28.5  62.3  100.0 (207) 4.52  

(1.39)
45~49세 0.0 0.5  3.8  34.4  61.3  100.0 (212) 4.57  
50~54세 0.0 0.0  8.2  22.4  69.4  100.0 (219) 4.61  
55~59세 0.5 0.5  4.1  24.2  70.6  100.0 (194) 4.64  
60~64세 0.0 1.2  9.9  25.5  63.4  100.0 (161) 4.51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1 0.3  6.9  26.9  65.8  100.0 (915) 4.58  
(4.90**)이혼‧별거‧사별 0.0 0.0  5.7  24.5  69.8  100.0 (53) 4.64  

미혼 4.8 4.8  4.8  42.9  42.9  100.0 (21) 4.1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0.9  9.6  28.4  60.7  100.0 (229) 4.48  

(3.91*)고등학교 0.0 0.0  7.3  29.2  63.4  100.0 (383) 4.56  
(전문)대학 이상 0.3 0.6  4.6  24.5  70.1  100.0 (351) 4.64  

근로 여부 한다(취업) 0.0 0.5  6.4  27.1  66.1  100.0 (595) 4.59  
(0.95)

안한다(비취업) 0.5 0.3  7.7  27.3  64.3  100.0 (392) 4.55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5 0.5  10.2  29.4  59.4  100.0 (197) 4.47  

(4.19**)
200~299만원 0.0 1.2  6.8  26.7  65.2  100.0 (161) 4.56  
300~399만원 0.0 0.6  7.5  27.7  64.2  100.0 (173) 4.55  
400~499만원 0.0 0.0  4.9  33.3  61.8  100.0 (123) 4.57  
500만원 이상 0.0 0.0  3.5  21.6  74.9  100.0 (231) 4.7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0 0.4  5.7  28.5  65.3  100.0 (470) 4.59  
(0.53)보통 0.3 0.5  7.8  25.3  66.2  100.0 (399) 4.57  

(매우)나쁜 편 0.9 0.0  8.8  27.2  63.2  100.0 (114) 4.52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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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요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결혼상태  교육수 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

계 으로 유의미하 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4.64 )인 경우가 유배우(4.58 )  미

혼(4.14 )보다 요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 다.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재 수 은 매우 그 다가 27.8%, 그

다가 32.0%로 응답하여 체 응답자의 59.8%인 과반수 이상이 재 

수 에 정 인 태도를 보 으며, 보통이다는 30.4%로 체의 1/3에 

못 미쳤고, ( )그 지 않다는 미미하 다.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재 수 의 평균 수는 3.76 으로 요도에 비해 0.81 이 낮았다

(표 3-30 참조).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재 수 의 분포는 지역, 성  주  

건강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지역별로는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재 수 은 (매우)그 다는 비율은 7  역시와 9개 도

지역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보통이다는 9개 도지역이 7  역시보다 

다소 높았고, ( )그 지 않다는 7  역시가 높았다. 

성별로는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재 수 은 (매우)그 다는 비

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13.1%p 높았으며, 보통과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남자가 다소 높았다. 

주  건강상태별로는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재 수 은 (매

우)그 다는 비율은 38.6～69.6%로 주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높았다. 보통이다는 일정하지 않았고, ( )그 지 않다는 비율은 6.1～

27.2%로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높았다. 

경제  안정  여유에 한 재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

를 비교하면,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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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여자(3.89 )가 남자(3.61 )보다 경제  안정과 여유의 재 

수 이 더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3.79 )자가 무배우자(기혼 

3.38 , 미혼 2.90 )보다 더 높았다. 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  안정과 여유 수 을 

더 높게 평가하 다.

  

〈표 3-30〉 응답자 특성별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2.1  7.7 30.4 32.0 27.8 100.0 (997) 3.76 　

지역 7대 광역시  2.6 10.0  28.1  30.3  29.0  100.0 (469) 3.73  9.67*
(0.73)9개 도지역  1.7  5.7  32.4  33.5  26.7  100.0 (528) 3.78  

성별 남자  2.9  9.6  34.4  29.2  23.8  100.0 (479) 3.61  19.60***
(-4.31***)여자  1.4  6.0  26.6  34.6  31.5  100.0 (518) 3.89  

연령 40~44세  2.9  6.2  32.1  35.4  23.4  100.0 (209) 3.70  

(1.38)
45~49세  0.9  4.7  35.5  33.6  25.2  100.0 (214) 3.78  
50~54세  1.4 10.4  24.9  28.5  34.8  100.0 (221) 3.85  
55~59세  3.1 10.4  23.3  30.6  32.6  100.0 (193) 3.79  
60~64세  2.5  6.9  37.5  31.9  21.3  100.0 (160) 3.63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6  7.4  29.7  32.4  28.8  100.0 (919) 3.79  
(12.07***)이혼‧별거‧사별  3.8 13.2  39.6  28.3  15.1  100.0 ( 53) 3.38  

미혼 19.0  9.5  42.9  19.0  9.5  100.0 ( 21) 2.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10.0  36.7  27.5  23.1  100.0 (229) 3.59  

14.90
(5.84**)고등학교  1.8  7.8  32.0  32.6  25.8  100.0 (384) 3.73  

대학 이상  2.0  6.2  25.8  34.6  31.4  100.0 (353) 3.87  
근로여부 한다(취업)  1.5  7.8  31.9  31.4  27.4  100.0 (599) 3.75  3.24

(-0.19)안한다(비취업)  2.8  7.7  28.3  32.7  28.6  100.0 (392) 3.77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6 12.1  41.9  25.8  13.6  100.0 (198) 3.28  

(28.58***)
200~299만원  3.1 12.3  35.8  25.9  22.8  100.0 (162) 3.53  
300~399만원  0.0  6.9  28.7  39.7  24.7  100.0 (174) 3.82  
400~499만원  0.0  5.6  25.8  42.7  25.8  100.0 (124) 3.89  
500만원 이상  0.0  1.7  21.0  33.0  44.2  100.0 (233) 4.2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4  5.7  24.3  33.1  36.5  100.0 (474) 4.00  
122.75***
(38.95***)보통  1.0  8.5  36.3  33.3  20.8  100.0 (399) 3.64  

(매우)나쁜 편 13.2 14.0  34.2  21.9  16.7  100.0 (114) 3.1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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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적 교류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사회  계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  통합을 증진시켜 으로써 노

년기의 응을 가능 하고, 사회활동 참여는 은퇴  노인들의 직업 역할

을 체할 수 있으며, 노후생활의 여러 국면을 보완해주고 사회  역할의 

상실을 보충해 으로써 가치와 만족감을 부여해 다(홍성희 외, 2011) 

한 노인의 극  여가활동 참여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하고 다양한 

사회 계 형성을 가능  함으로써 생산 이며, 통합 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략을 얻기(김수  외, 2011) 때문에 주요 요소가 된다.  

사회  교류 측면의 성공 인 노후는 4가지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경

제활동 참여,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의 활동, 여가  취미활동,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등이다.     

  성공  노후를 한 사회  교류 측면의 요성를 보면 경제활동의 참

여와 여가  취미활동이 각각 평균 4.01 으로 높으며, 그 다음은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3.78 ,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

의 활동이 3.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교류 측면의 재 

수 은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의 활동이 3.29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가  취미활동으로 3.26 이며,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

여하기는 2.66 으로 평균 수인 3.0  이하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이는 향후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하여 여가‧취미활동, 자원 사활

동 등에 한 홍보교육 뿐 아니라 스스로 극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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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성공적 노후에 대한 사회적 교류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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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기여하기

중요성 현재수준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가. 경제활동 참여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사회  교류 측면  경제활동 참여가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체 응답자의 41.2%

가 요하다, 32.6%가 매우 요하다, 22.2%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여 

73.8%가 경제활동 참여가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요성 평균 수

는 4.01 으로 높은 수 이다(표 3-31 참조). 

경제활동 참여의 요성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연령별, 교육수 별, 근로 여부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연령별

로는 40∼44세가 4.11 으로 가장 높으며, 교육수 별로는 고등학교가 

4.07 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4.10 )가 비취업자(3.87 )보다 더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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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응답자 특성별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1 2.9 22.2 41.2 32.6 100.0 (992) 4.01 　

지역 7대 광역시 1.7 2.6  21.7  38.9  35.1  100.0 (465) 4.03  
(0.61)

9개 도지역 0.6 3.2  22.6  43.3  30.4  100.0 (527) 4.00  
성별 남자 1.1 3.6  22.5  38.5  34.3  100.0 (475) 4.01  

(0.09)
여자 1.2 2.3  21.9  43.7  30.9  100.0 (517) 4.01  

연령 40~44세 1.0 1.0  19.4  43.2  35.4  100.0 (206) 4.11  

(5.42***)
45~49세 0.0 1.4  23.4  44.4  30.8  100.0 (214) 4.05  
50~54세 0.5 3.6  21.7  42.1  32.1  100.0 (221) 4.02  
55~59세 1.0 2.1  21.4  37.5  38.0  100.0 (192) 4.09  
60~64세 3.8 7.5  25.8  37.7  25.2  100.0 (159) 3.73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2 2.7  22.2  41.4  32.5  100.0 (914) 4.01  
(0.04)무배우(기혼) 0.0 7.5  17.0  39.6  35.8  100.0 ( 53) 4.04  

미혼 0.0 0.0  23.8  47.6  28.6  100.0 ( 21) 4.0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4.4  21.4  46.3  25.3  100.0 (229) 3.87  

(3.81*)고등학교 0.8 2.9  21.1  39.2  36.1  100.0 (380) 4.07  
대학 이상 0.6 2.3  23.5  40.2  33.4  100.0 (353) 4.04  

근로여부 한다(취업) 0.2 1.8  20.5  42.4  35.1  100.0 (596) 4.10  
(3.96**)

안한다(비취업) 2.6 4.4  24.9  39.7  28.5  100.0 (390) 3.87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5 3.5  21.2  39.4  33.3  100.0 (198) 3.97  

(0.81)
200~299만원 1.3 3.1  23.1  41.9  30.6  100.0 (160) 3.98  
300~399만원 0.6 1.7  24.3  41.0  32.4  100.0 (173) 4.03  
400~499만원 0.8 1.6  16.1  46.0  35.5  100.0 (124) 4.14  
500만원 이상 0.4 3.5  21.6  41.6  32.9  100.0 (231) 4.0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6 3.0  21.3  42.3  32.8  100.0 (470) 4.04  
(0.41)보통 1.3 1.8  24.1  43.1  29.8  100.0 (399) 3.98  

(매우)나쁜 편 2.7 5.3  20.4  29.2  42.5  100.0 (113) 4.04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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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친목모임 활동

<표 3-32>에서는 사회  교류 측면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

의 활동이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살펴보았

다. 체 응답자의 39.8%가 요하다, 22.4%가 매우 요하다, 31.7%

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여 62.2%가 경제활동 참여가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요성 평균 수는 3.77 으로 나타났다. 

각종 친목모임 활동의 요성을 응답자의 특성별 평균 수를 비교하

면 결혼상태별, 근로 여부별,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기혼 무배우자(사별‧이혼‧별거)가 3.94 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유배우자 3.77 , 미혼 3.32 의 순이다. 근로 여부별로는 취업자(3.82

)가 비취업자(3.70 )보다 평균 수가 약간 더, 가구소득별로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체로 각종 친목모임의 활동을 더 요하다고 인식하

다.

<표 3-33>에서 사회  교류 측면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의 활

동 수 을 살펴보면, 체 응답자의 37.3%가 보통이다, 26.7%가 그

다, 15.6%가 매우 그 다고 응답하여 42.3%가 각종 친목 모임의 활동

에 정 으로 응답하 으며, 평균 수는 3.29 으로 나타났다. 

각종 친목모임 활동의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자(3.39 )가 여자(3.20 )보다 활동수 이 더 높고, 연령별

로는 55∼59세가 3.51 으로 가장 높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3.34 으로 무배우자보다 더 높았다. 교육수 별로는 고등학교가 3.36

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각종 친목모임의 활동 수 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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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응답자 특성별 각종 친목모임 활동의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3  4.8 31.7 39.8 22.4 100.0 (996) 3.77 　

지역 7대 광역시  1.1  4.1  31.3  40.1  23.4  100.0 (466) 3.81  
(1.18)

9개 도지역  1.5  5.5  32.1  39.4  21.5  100.0 (530) 3.74  
성별 남자  1.5  4.2  28.9  41.1  24.3  100.0 (477) 3.83  

(1.86)
여자  1.2  5.4  34.3  38.5  20.6  100.0 (519) 3.72  

연령 40~44세  3.3  5.7  28.7  40.7  21.5  100.0 (209) 3.71  

(1.66)
45~49세  0.5  4.7  36.6  39.0  19.2  100.0 (213) 3.72  
50~54세  0.0  4.1  34.5  40.9  20.5  100.0 (220) 3.78  
55~59세  1.6  4.1  24.9  40.4  29.0  100.0 (193) 3.91  
60~64세  1.2  5.6  33.5  37.3  22.4  100.0 (161) 3.74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2  4.5  32.3  40.2  21.9  100.0 (919) 3.77  
(3.49*)무배우(기혼)  0.0 11.1  18.5  35.2  35.2  100.0 (54) 3.94  

미혼 10.5  5.3  36.8  36.8  10.5  100.0 (19) 3.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4.8  34.2  42.1  17.5  100.0 (228) 3.70  

(1.19)고등학교  1.3  4.7  30.4  38.7  24.9  100.0 (382) 3.81  
대학 이상  1.4  4.8  32.2  39.8  21.8  100.0 (354) 3.76  

근로여부 한다(취업)  1.3  3.8  29.2  42.4  23.2  100.0 (599) 3.82  
(2.17*)

안한다(비취업)  1.3  6.4  35.3  35.5  21.5  100.0 (391) 3.7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6  5.1  37.8  34.2  20.4  100.0 (196) 3.65  

(2.92*)
200~299만원  0.6  4.9  30.9  44.4  19.1  100.0 (162) 3.77  
300~399만원  2.3  6.9  29.7  41.1  20.0  100.0 (175) 3.70  
400~499만원  0.0  1.6  31.5  41.9  25.0  100.0 (124) 3.90  
500만원 이상  0.4  3.0  29.7  41.4  25.4  100.0 (232) 3.8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1.3  4.7  27.1  44.4  22.6  100.0 (473) 3.82  
(1.70)보통  1.2  4.7  35.9  36.7  21.4  100.0 (401) 3.72  

(매우)나쁜 편  1.8  6.2  36.3  31.0  24.8  100.0 (113) 3.71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110∙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표 3-33〉 응답자 특성별 각종 친목모임 활동의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8.1 12.3 37.3 26.7 15.6 100.0 (994) 3.29 　

지역 7대 광역시  6.0 12.4  37.7  27.6  16.3  100.0 (467) 3.36  5.63
(1.72)9개 도지역 10.1 12.1  37.0  25.8  15.0  100.0 (527) 3.24  

성별 남자  5.9 13.0  35.0  28.3  17.8  100.0 (477) 3.39  11.40*
(2.69**)여자 10.3 11.6  39.5  25.1  13.5  100.0 (517) 3.20  

연령 40~44세 12.5 12.5  39.9  21.6  13.5  100.0 (208) 3.11  

25.85
(3.35**)

45~49세  6.6 11.7  41.3  28.2  12.2  100.0 (213) 3.28  
50~54세  7.8 14.2  36.5  26.9  14.6  100.0 (219) 3.26  
55~59세  6.2 11.9  28.0  32.1  21.8  100.0 (193) 3.51  
60~64세  7.5 10.6  41.0  24.2  16.8  100.0 (161) 3.32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7.0 11.3  38.5  27.4  15.8  100.0 (917) 3.34  
53.22***

(12.50***)무배우(기혼) 24.1 16.7  22.2  20.4  16.7  100.0 (54) 2.89  
미혼 21.1 47.4  21.1   5.3   5.3  100.0 (19) 2.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3 15.9  35.2  23.8  12.8  100.0 (227) 3.09  
15.41

(4.65**)고등학교  6.5 13.4  35.3  27.0  17.8  100.0 (382) 3.36  
대학 이상  7.4  9.9  39.9  28.3  14.4  100.0 (353) 3.33  

근로 여부 한다(취업)  6.0 12.0  37.9  27.0  17.0  100.0 (599) 3.37  11.34*
(2.76**)안한다(비취업) 11.6 12.9  36.0  26.2  13.4  100.0 (389) 3.17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4.9 18.0  39.2  17.5  10.3  100.0 (194) 2.90  

48.87***
(9.90***)

200~299만원 10.5 13.0  37.0  25.3  14.2  100.0 (162) 3.20  
300~399만원  6.3 12.1  35.1  31.0  15.5  100.0 (174) 3.37  
400~499만원  4.0 13.7  37.1  25.8  19.4  100.0 (124) 3.43  
500만원 이상  4.3  6.0  40.3  31.3  18.0  100.0 (233) 3.5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5.1  8.9  35.8  29.4  20.8  100.0 (472) 3.52  
85.77***

(33.55***)보통  7.5 13.3  42.4  25.6  11.3  100.0 (399) 3.20  
(매우)나쁜 편 23.9 23.9  25.7  19.5   7.1  100.0 (113) 2.62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 여가 및 취미 활동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사회  교류 측면  여가  취미활동

이 노년기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체 응답자의 

45.1%가 요하다, 29.8%가 매우 요하다, 22.1%가 보통이다고 응답

하여 74.9%가 여가‧취미활동이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요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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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4.01 으로 높은 수 이다(표 3-34 참조). 

여가‧취미활동의 요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연

령별, 교육수 별, 가구소득별, 주  건강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

의미하다. 연령별로는 40∼44세, 55∼59세가 각각 4.11 으로 가장 높

으며, 교육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 높게 평가하 다.

〈표 3-34〉 응답자 특성별 여가‧취미 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0.6  2.4 22.1 45.1 29.8 100.0 (994) 4.01 　

지역 7대 광역시 0.4  2.4  22.2  42.8  32.3  100.0 (465) 4.04  
(1.11)

9개 도지역 0.8  2.5  22.1  47.1  27.6  100.0 (529) 3.98  
성별 남자 0.4  2.5  21.9  46.3  28.8  100.0 (479) 4.01  

(-0.14)
여자 0.8  2.3  22.3  43.9  30.7  100.0 (515) 4.01  

연령 40~44세 1.0  2.9  16.8  43.3  36.1  100.0 (208) 4.11  

(3.82**)
45~49세 0.0  2.3  26.8  44.6  26.3  100.0 (213) 3.95  
50~54세 0.9  0.0  22.3  49.1  27.7  100.0 (220) 4.03  
55~59세 0.5  3.1  16.6  44.6  35.2  100.0 (193) 4.11  
60~64세 0.6  4.4  29.4  43.1  22.5  100.0 (160) 3.83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0.7  2.0  22.0  45.0  30.3  100.0 (917) 4.02  
(2.00)무배우(기혼) 0.0  7.5  22.6  41.5  28.3  100.0 (53) 3.91  

미혼 0.0 10.0  20.0  60.0  10.0  100.0 (20) 3.7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3.1  27.3  48.0  21.1  100.0 (227) 3.86  

(10.37***)고등학교 0.5  2.6  24.9  44.6  27.3  100.0 (381) 3.96  
대학 이상 0.6  1.7  16.7  43.8  37.3  100.0 (354) 4.16  

근로여부 한다(취업) 0.5  2.0  21.0  45.6  30.9  100.0 (599) 4.04  
(1.49)

안한다(비취업) 0.8  2.8  23.9  44.2  28.3  100.0 (389) 3.9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0  2.6  28.7  45.6  22.1  100.0 (195) 3.85  

(4.95***)
200~299만원 0.6  4.9  20.4  45.1  29.0  100.0 (162) 3.97  
300~399만원 0.6  1.1  20.1  48.9  29.3  100.0 (174) 4.05  
400~499만원 0.0  0.8  25.8  43.5  29.8  100.0 (124) 4.02  
500만원 이상 0.0  0.9  17.2  44.4  37.5  100.0 (232) 4.1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0.2  1.9  18.9  46.1  32.9  100.0 (471) 4.10  
(5.40**)보통 0.5  2.8  26.0  44.3  26.5  100.0 (400) 3.94  

(매우)나쁜 편 2.7  3.5  23.9  41.6  28.3  100.0 (113) 3.89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112∙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표 3-35>에서 여가  취미활동의 재 수 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25.3%가 그 다, 15.8%가 매우 그 다, 36.4%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여 체

의 41.1%만 정  수 이며, 나머지 22.5%는 여가‧취미활동 수 에 부정

으로 응답하 다. 재 수 의 평균 수는 3.26 으로 나타났다. 

여가‧취미활동 수 을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 수를 비교하면 결혼상

태별로는 유배우자가 3.30 으로 가장 높고, 교육수   가구소득이 높

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재 수 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5〉 응답자 특성별 여가‧취미 활동의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7.9 14.6 36.4 25.3 15.8 100.0 (994) 3.26 　

지역 7대 광역시  7.5 15.1  35.3  26.2  15.9  100.0 (465) 3.28  0.99
(0.42)9개 도지역  8.3 14.2  37.4  24.4  15.7  100.0 (529) 3.25  

성별 남자  6.5 14.7  35.8  26.2  16.8  100.0 (477) 3.32  3.39
(1.53)여자  9.3 14.5  36.9  24.4  14.9  100.0 (517) 3.21  

연령 40~44세  7.7 10.5  40.2  24.9  16.7  100.0 (209) 3.33  

20.13
(1.06)

45~49세  7.0 15.9  39.7  26.6  10.7  100.0 (214) 3.18  
50~54세  9.1 16.0  32.9  23.7  18.3  100.0 (219) 3.26  
55~59세  7.3 16.7  28.1  28.1  19.8  100.0 (192) 3.36  
60~64세  8.8 13.8  41.9  22.5  13.1  100.0 (160) 3.18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7.0 14.1  37.2  26.0  15.8  100.0 (917) 3.30  
30.86***
(5.65**)무배우(기혼) 24.5 17.0  24.5  17.0  17.0  100.0 (53) 2.85  

미혼 10.0 35.0  30.0  15.0  10.0  100.0 (20) 2.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3 16.7  35.7  19.4  11.9  100.0 (227) 2.94  

41.56***
(14.98***)고등학교  6.0 17.6  36.0  25.5  15.0  100.0 (381) 3.26  

대학 이상  4.8 10.7  37.0  28.8  18.6  100.0 (354) 3.46  
근로여부 한다(취업)  7.7 14.9  36.8  23.6  17.1  100.0 (598) 3.27  3.93

(0.38)안한다(비취업)  8.5 14.4  35.1  28.2  13.8  100.0 (390) 3.25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6.4 20.0  37.4  16.9  9.2  100.0 (195) 2.83  

66.16***
(14.22***)

200~299만원  9.9 14.3  37.3  25.5  13.0  100.0 (161) 3.17  
300~399만원  3.4 15.4  34.3  30.3  16.6  100.0 (175) 3.41  
400~499만원  4.9 16.3  35.8  29.3  13.8  100.0 (123) 3.31  
500만원 이상  3.9  7.3  37.8  27.9  23.2  100.0 (233) 3.5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4.7 10.0  32.3  31.6  21.4  100.0 (471) 3.55  
95.22***

(42.70***)보통  8.3 17.3  43.3  19.8  11.5  100.0 (400) 3.09  
(매우)나쁜 편 21.2 25.7  30.1  17.7  5.3  100.0 (113) 2.60  

주: <표 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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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사회  교류 측면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가 노년기

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살펴보면, 체 응답자의 

42.6%가 요하다, 21.7%가 매우 요하다, 29.2%가 보통이다고 응답

하여 64.3%가 자원 사활동이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요성 평균 

수는 3.78 으로 나타났다(표 3-36 참조). 

〈표 3-36〉 응답자 특성별 사회에 기여하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5  4.9 29.2 42.6 21.7 100.0 (992) 3.78 　

지역 7대 광역시 1.9  5.4  26.5  44.3  21.9  100.0 (465) 3.79  
(0.30)

9개 도지역 1.1  4.6  31.7  41.2  21.4  100.0 (527) 3.77  
성별 남자 2.7  6.1  30.2  38.6  22.4  100.0 (477) 3.72  

(-2.07)
여자 0.4  3.9  28.3  46.4  21.0  100.0 (515) 3.84  

연령 40~44세 2.4  4.3  27.5  42.5  23.2  100.0 (207) 3.80  

(0.24)
45~49세 1.9  3.7  33.2  40.2  21.0  100.0 (214) 3.75  
50~54세 0.5  4.6  31.2  43.1  20.6  100.0 (218) 3.79  
55~59세 0.5  5.2  27.1  46.4  20.8  100.0 (192) 3.82  
60~64세 2.5  7.5  26.1  41.0  23.0  100.0 (161) 3.75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1.5  4.6  29.8  43.3  20.8  100.0 (914) 3.77  
(1.25)무배우(기혼) 0.0  9.3  22.2  31.5  37.0  100.0 (54) 3.96  

미혼 5.0 10.0  15.0  50.0  20.0  100.0 (20) 3.7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6.6  27.8  46.7  18.1  100.0 (227) 3.74  

(1.22)고등학교 1.6  6.0  31.9  38.1  22.5  100.0 (383) 3.74  
대학 이상 2.0  2.9  27.4  45.1  22.6  100.0 (350) 3.83  

근로여부 한다(취업) 1.3  3.7  30.2  42.1  22.7  100.0 (596) 3.81  
(1.61)

안한다(비취업) 1.8  6.9  27.7  43.6  20.0  100.0 (390) 3.73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0  6.1  28.1  43.9  19.9  100.0 (196) 3.73  

(1.54)
200~299만원 0.6  7.4  33.3  37.7  21.0  100.0 (162) 3.71  
300~399만원 2.3  4.6  26.9  44.6  21.7  100.0 (175) 3.79  
400~499만원 0.8  5.7  30.1  46.3  17.1  100.0 (123) 3.73  
500만원 이상 0.9  1.3  30.1  42.4  25.3  100.0 (229) 3.9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1.7  3.6  28.0  43.6  23.1  100.0 (468) 3.83  
(1.54)보통 1.5  5.7  31.9  40.9  20.0  100.0 (401) 3.72  

(매우)나쁜 편 0.9  8.0  23.9  46.0  21.2  100.0 (113) 3.79  

주: <표 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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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평균 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으나, 여자가 3.84 으로 남자의 3.72 보다 조  더 높은 수 이다.

<표 3-37>에서 자원 사활동 수 을 보면, 보통이다가 3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 지 않다 22.4%, 그 지 않다 21.1%, 그

다 16.0%, 매우 그 다 8.1% 등의 순으로 체의 24.1%만 정 으로 

응답하 다. 

〈표 3-37〉 응답자 특성별 사회에 기여하기에 대한 현재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22.4 21.1 32.4 16.0  8.1 100.0 (982) 2.66 　

지역 7대 광역시 21.2 20.1  32.3  17.7   8.7  100.0 (458) 2.73  2.89
(0.001)9개 도지역 23.5 21.9  32.4  14.5   7.6  100.0 (524) 2.61  

성별 남자 20.6 23.4  32.0  15.2   8.8  100.0 (475) 2.68  4.56
(0.35)여자 24.1 18.9  32.7  16.8   7.5  100.0 (507) 2.65  

연령 40~44세 21.3 24.2  34.8  12.6   7.2  100.0 (207) 2.60  

19.37
(0.35)

45~49세 18.3 23.1  33.7  19.7   5.3  100.0 (208) 2.71  
50~54세 24.0 21.2  30.9  16.6   7.4  100.0 (217) 2.62  
55~59세 23.3 21.2  29.0  16.6   9.8  100.0 (193) 2.68  
60~64세 26.1 14.0  33.8  14.0  12.1  100.0 (157) 2.72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21.5 21.2  33.1  16.7   7.5  100.0 (904) 2.68  
34.39***

(0.78)무배우(기혼) 41.5 13.2  13.2  11.3  20.8  100.0 (53) 2.57  
미혼 19.0 33.3  42.9  0.0   4.8  100.0 (21) 2.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3.2 15.0  29.6  14.2   8.0  100.0 (226) 2.49  
29.13***
(4.16*)고등학교 21.8 24.7  29.0  16.0   8.5  100.0 (376) 2.65  

대학 이상 16.1 22.1  36.8  17.2   7.8  100.0 (348) 2.78  
근로여부 한다(취업) 18.8 22.7  33.6  16.4   8.6  100.0 (596) 2.73  12.33*

(5.54*)안한다(비취업) 28.2 18.2  30.5  15.5   7.6  100.0 (380) 2.5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8.7 18.0  24.7  10.3   8.2  100.0 (194) 2.31  

59.34***
(5.35***)

200~299만원 21.9 22.5  34.4  10.0  11.3  100.0 (160) 2.66  
300~399만원 17.8 23.6  34.5  17.8   6.3  100.0 (174) 2.71  
400~499만원 18.0 26.2  30.3  15.6   9.8  100.0 (122) 2.73  
500만원 이상 14.9 19.7  38.2  21.9   5.3  100.0 (228) 2.8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은 편 17.0 19.1  34.3  18.2  11.4  100.0 (466) 2.88  
52.22***

(21.58***)보통 23.0 23.0  34.2  14.5   5.4  100.0 (392) 2.56  
(매우)나쁜 편 43.0 22.8  19.3  10.5   4.4  100.0 (114) 2.11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면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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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평균 수를 비교하면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가 2.68

으로 무배우자보다 높았고, 근로여부별로는 취업자(2.73 )가 비취업자

(2.56 )보다 더 높았다. 교육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원 사활동 수 이 더 높았다.      

제5절 중장년층의 복지 욕구 

<표 3-38>에서는 앞 에서 악한 성공  노후에 한 개별 변수에 

한 인식과는 별도로 신체 , 심리 , 가족 , 경제 , 사회  교류 등의 5가지 

요인들 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순서 로 질문한 내용이다.

성공 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첫 번째로 요한 요인은 신체  측면이

라는 응답자가 57.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경제  측면 17.7%, 가족

 측면 15.9%, 심리  측면 5.6%, 사회교류  측면 3.1% 등의 순이다.

두 번째 요한 요인은 경제  측면이 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가족  측면으로. 29.5% 고, 세 번째 요한 요인은 경제  측면이 

29.5%, 가족  측면이 28.6% 등이다.

결과 으로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신체 인 측면이 가장 요

하다고 인식하고, 그 다음은 경제  측면이며, 가족  측면, 심리  측

면, 사회  측면 등의 순서로 요성을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3-38〉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영역별 순서

(단위: %. 명)

구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가족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교류 측면
없음 계 (명)

첫번째 57.6  5.6 15.9 17.7  3.1 - 100.0 (998)
두번째 16.9 16.2 29.5 31.9  4.0 1.5 100.0 (998)
세번째 11.2 10.6 28.6 29.5 15.1 5.0 100.0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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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명)

5점

 평균

(R)

개인 - 0.2 10.3 36.4 53.1 100.0 (990) 4.42 
가족 0.1 0.6 11.6 40.8 46.9 100.0 (990) 4.34 
국가 0.7 2.7 21.3 36.8 38.5 100.0 (983) 4.10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 가족, 국가의 역할이 각각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표 3-39>에 제시하 다. 개인 역할이 요하

다(‘ 요하다’ 는 ‘매우 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9.5%(평균 4.42

)이고, 가족 역할이 요하다는 의견은 87.7%(평균 4.34 ), 국가 역

할이 요하다는 의견은 75.3%(평균 4.10 )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개인이 길어진 노년기를 비한 노후 계획‧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표 3-39〉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가족‧국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표 3-40>에서는 성공 인 노후를 보장하기 하여 정부가 가장 우

선 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하여 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로 응답한 내용이다.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보건의료사업에 한 욕구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한 사업(26.6%), 세 번째는 일자리 제공이나 자

원 사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23.3%)이라고 응답하 다. 즉, 고

령층이 성공  노후를 이루 한 정부의 지원에 한 욕구도 건강한 노

후에 한 욕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사회참여활성

화 등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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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건강증진/ 

보건의료 

사업

심리/ 

정서지원 

사업

가족기능/ 

가족관계 

강화 사업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업

사회참여 

기회제공

취미/여가

문화

활성화사업

기타 없음 계 (명)

첫번째 57.0  3.0  4.9 15.0 17.8  1.9 0.4  - 100.0 (995)

두번째 16.5 10.1 18.2 26.6 17.4  6.0 0.2  5.0 100.0 (995)

세번째  9.5  5.7 15.8 13.7 23.3 19.9 0.9 11.2 100.0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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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제1절 신뢰도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제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공  노후의 인식에 한 측정 변수들은 기존의 문

헌고찰을 토 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으로, 요도-실행도 분석(IPA)을 

하여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이 요구된다. 본 조사의 설문 도구로 사용한 5개 

역에서 요도(18개)와 재 수 (16개)으로 질문한 항목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 다. 각 역별로 cronbach α값을 보면, 신체  측면의 요

성은 0.799, 심리  측면의 요성은 0.811, 가족  측면의 요성은 0.656, 

경제  측면의 요성은 0.709, 사회  교류 측면은 0.801로 나타났다. 사회

 교류 측면의 요성에서 경제활동 참여에 한 변수가 포함될 경우, 

cronbach α값 낮아져 변수를 삭제하 다. 각 역별 재 수 에 한 신뢰

성 분석에서도 모두 cronbach 알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표 4-1〉 성공적 노후에 대한 요인별 신뢰성 검토

요인  
중요성

(Cronbach's Alpha)
현재 수준

(Cronbach's Alpha)
신체적 측면(4개 항목) 0.799 0.782
심리적 측면(4개 항목) 0.811 0.874
가족적 측면(4개 항목) 0.656 0.745
경제적 측면(2개 항목) 0.709 0.745
사회교류적 측면(3개 항목) 0.801 0.759

주: 1) 가족적 측면의 현재 수준은 3개 항목임.



122∙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제2절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기본 으로 경  

략이나 마  략을 세우는데 자주 쓰이는 분석기법이다. 제품에 해 

고객들이 요하게 여기는 속성과 기업의 수행 혹은 성과를 4분면에 

치시켜 비교분석하여 략을 세우는 것이다.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IPA 분석모형은 요도와 수행도 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4분면으로 구성되는데, 1사분면은 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아 집 으로 리가 필요하고, 2사분면은 요도와 수행도 

둘 다 높아 지속 으로 잘 유지해야 하며, 3사분면은 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우선순 가 상 으로 낮으며, 4사분면은 요도는 낮은 반

면, 수행도가 높아 불필요한 자원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PA 분석모형을 용하여 성공  노후의 ‧장년층

(40~64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수행도 부분을 재수 으로 개념

화하여 이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성공  노후에 한 조건과 재수 과의 비

교분석을 실시한다. 한 응답자  재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으

며 비노인으로서 사회  효과가 상당한 베이비부머 세 (1955~1963년생)

를 구분하여 이들의 성공  노후에 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중요도–실행도(IPA) 분석모형 

High Importance

Low

Performance

Ⅰ.
 Concentrate here

Ⅱ. 
Keep up the good work High

PerformanceⅢ. 
Low priority

Ⅳ. 
Possible overkill

Low Importance

주: 1) 중요도 및 수행도의 각각의 기준선은 각 영역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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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장년층(40~64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IPA 분석

<표 4-2>는 성공  노후 인식에 한 5가지 요인에 한 요도와 

재수 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가장 요한 요

인은 신체  측면(4.65)이며, 상 으로 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요인은 

사회  교류 측면이었다. 재 수 에서는 가족  측면이 4.01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사회  교류 측면이 3.07로 가장 낮았다. 한편, 본인이 생

각하는 성공  노후에 한 재수 과 요도와 차이가(|P-I|) 가장 큰 

측면은 사회  교류 으며, 가장 작은 부분은 가족  측면이었다. 반

으로 각 측면의 요성에 비해 재수 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별 중요도-현재 수준 평균 및 차이(40~64세)

    요인  
중요도 현재 수준

| P—I | t 값 유의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신체적 측면 4.65 (0.47) 3.94 (0.74) 0.71 -27.61 0.000
심리적 측면 4.42 (0.60) 3.82 (0.78) 0.60 -23.34 0.000
가족적 측면 4.54 (0.46) 4.01 (0.75) 0.53 -20.64 0.000
경제적 측면 4.60 (0.58) 4.00 (0.87) 0.60 -21.03 0.000
사회적 교류 측면 3.85 (0.69) 3.07 (0.95) 0.78 -25.34 0.000

성공  노후 인식에 한 체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반 인 

분석을 시도한 IPA분석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요도와 재수

이 모두 높은 역인 2사분면에는 신체 , 심리 , 가족 , 경제  요인

이 포함되고, 요도와 재수 이 모두 낮은 역인 3사분면에는 사회

 교류 요인이 포함되며, 1사분면과 4사분면에는 어느 요인도 속하지 

않았다. 특히 심리  측면은 같은 2사분면 안에 있는 다른 요인들에 비

해 상 으로 요도와 재수 이 낮았으며, 사회  교류 측면은 요

도와 재수  모두 평균 수 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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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별 IPA분석(중요도-현재 수준) 매트릭스(40~64세)

<표 4-3>은 성공  노후 인식에 한 요인 내 요소(변수)의 요도와 

재 수 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성공  노후에 한 각 항목에서의 요

도와 실행도 간에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측정된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요도와 재수  간에 평균값의 차이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 재 수 에서 요도의 차이를 보면, 요인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각 변수의 재 수 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요도에 비해 그 수 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  노후를 구성

하는 5가지의 각 역에서 요도와 재수 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질

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t=-27.14, p<.001), 그 다음으로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t=-22.58, p<.001), 부부가 건강한 것

(t=-27.79, p<.001),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t=-23.81, p<.001),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t=-26.84, p<.0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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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 내 요소(변수)의 중요도-현재 수준 차이 분석(40~64세)

요인 내 변수 
중요도 현재 수준

| P-I | t 값 유의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신체적 측면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4.69 (0.60) 3.73 (1.00) 0.97 -27.14 .000
  신체적 기능의 유지 4.62 (0.64) 4.00 (0.97) 0.63 -18.36 .000
  인지적 기능의 유지 4.68 (0.57) 4.19 (0.86) 0.48 -16.08 .000
  건강한 생횔습관 4.60 (0.62) 3.85 (0.96) 0.75 -22.29 .000
심리적 측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4.48 (0.72) 3.76 (0.91) 0.72 -22.58 .000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 4.39 (0.73) 3.87 (0.88) 0.52 -17.41 .000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4.38 (0.72) 3.83 (0.88) 0.55 -17.45 .000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4.20 (0.81) 3.64 (0.91) 0.56 -17.40 .000
가족적 측면

  부부가 건강한 것 4.80 (0.47) 3.96 (0.93) 0.87 -27.79 .000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4.77 (0.50) 4.10 (0.97) 0.67 -21.93 .000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4.35 (0.77) - - - - -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 4.23 (0.79) 3.97 (0.89) 0.26 -7.65 .000
경제적 측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4.63 (0.67) 4.25 (0.93) 0.38 -12.15 .000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4.57 (0.66) 3.76 (1.01) 0.81 -23.81 .000
사회적 교류 측면

  경제활동 참여 4.01 (0.87) - - - - -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의 활동 3.77 (0.89) 3.29 (1.12) 0.48 -13.94 .000
  여가 및 취미활동 4.01 (0.82) 3.26 (1.13) 0.74 -20.08 .000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3.78 (0.89) 2.66 (1.22) 1.12 -26.84 .000

주: 1) 각 항목은 ① 강한 부정∼⑤ 강한 긍정의 5점 척도로 계산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

재 수준이 각 항목에 충실히 반영함을 뜻함.
   2)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는 본 연구의 대상이 40~64세의 중장년층으로 동 항목을 질문하기에는 이들의 자녀들 연

령대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가 노동시장참여를 하지 않은 계층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계층이라는 한계가 있어 현재 수준은 질문하지 않았음.
   3) 현재 수준에 있어 경제활동 참여 문항은 참여와 비참여로 구분되어 5점 척도가 아니어서 제외함. 

성공  노후 인식에 한 요인 내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한 IPA분

석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요도가 높고 재수 이 낮은 역인 1

사분면에는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요도도 높고 

재수 도 높은 역인 2사분면에는 부부가 건강한 것, 부부간에 화목하

게 지내는 것, 신체   인지  기능의 유지,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

게 의존하지 않는 것, 건강한 생활습 ,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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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태도  삶의 만족도가 속하 다. 요도와 재수  모두 낮은 

역인 3사분면에는 삶의 목표  자기성장, 여가  취미활동, 자원 사

활동 등 사회기여, 동창회  친목모임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요도는 

낮으나 재수 이 높은 역인 4사분면에는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과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를 잘

하는 것,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가 속하 다. 

〔그림 4-3〕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 내 변수별 IPA분석(중요도-현재 수준) 매트릭스(4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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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IPA 분석

<표 4-4>는 베이비부머 세 (49~57세) 응답자를 상으로 성공  노

후 인식에 한 5가지 요인에 한 요도와 재수 의 차이를 나타

낸 것이다.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가장 요한 요인은 경제  측면

(4.64)이며, 상 으로 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요인은 사회  교류 측

면(3.97)이었다. 재 수  역시 경제  측면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사회  교류 측면이 3.15로 가장 낮았다. 한편,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  노후에 한 재수 과 요도와 차이가(|P-I|) 가장 큰 측면은 

사회  교류 으며, 가장 작은 부분은 가족  측면이었다. 반 으로 

각 측면의 요성에 비해 재수 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별 중요도-현재 수준 평균 및 차이(49~57세)

    요인  
중요도 현재 수준

| P—I | t 값 유의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신체적 측면 4.63 (0.51) 3.99 (0.73) 0.64 -15.24 0.000
심리적 측면 4.38 (0.59) 3.80 (0.83) 0.58 -12.84 0.000
가족적 측면 4.58 (0.55) 4.06 (0.90) 0.52 -10.99 0.000
경제적 측면 4.64 (0.61) 4.08 (0.87) 0.56 -11.96 0.000
사회적 교류 측면 3.97 (0.65) 3.15 (1.07) 0.82 -15.17 0.000

성공  노후에 한 베이비부머 세 들의 인식을 IPA 분석을 용한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요도와 재수 이 모두 높은 역인 2사

분면에는 경제 , 신체 , 가족  요인이 속하며, 요도와 재수 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심리 , 사회  교류 요인이 나타났고, 1사분면

과 4사분면에는 어느 요인도 속하지 않았다. 특히 [그림 4-2]와 비교해

볼 때, 베이비부머 세 는 성공  노후에 한 ‧장년층(40~64세)의 

인식에 비해 경제  요인의 요성  재수 이 더 높게 나타났고, 심

리  요인의 요성과 재수 은 낮은 수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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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별 IPA분석(중요도-현재 수준) 매트릭스(49~57세) 

<표 4-5>는 베이비부머 세 (49~57세) 응답자의 성공  노후 인식에 

한 요인 내 요소(변수)의 요도와 재수 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각 요인의 요도와 재수 은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평균값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각 역에서 재수

과 요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t=-14.95, 

p<0.001),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t=-13.48, 

p<0.001), 부부가 건강한 것(t=-13.72, p<0.001),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t=-12.49, p<0.001),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t=-13.25, 

p<0.001)로 ‧장년층(40~64세)의 인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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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 내 요소(변수)의 중요도-현재 수준 차이 분석(49~57세)

요인 내 변수 
중요도 현재 수준

| P-I | t 값 유의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신체적 측면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4.64 (0.64) 3.76 (0.99) 0.88 -14.95 0.000
  신체적 기능의 유지 4.58 (0.67) 4.06 (0.99) 0.52 -8.54 0.000
  인지적 기능의 유지 4.71 (0.73) 4.20 (0.93) 0.51 -8.89 0.000
  건강한 생횔습관 4.61 (0.68) 3.93 (1.03) 0.68 -11.62 0.000
심리적 측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4.53 (0.70) 3.77 (0.97) 0.76 -13.48 0.000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 4.40 (0.71) 3.89 (0.95) 0.51 -9.63 0.000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4.40 (0.81) 3.85 (0.98) 0.55 -9.05 0.000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4.19 (0.84) 3.70 (0.98) 0.49 -8.48 0.000
가족적 측면

  부부가 건강한 것 4.85 (0.57) 4.03 (1.11) 0.82 -13.72 0.000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4.81 (0.64) 4.14 (1.22) 0.67 -10.37 0.000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4.40 (0.89) - - - - -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 4.28 (0.86) 4.01 (1.03) 0.27 -4.28 0.000
경제적 측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4.64 (0.65) 4.32 (0.90) 0.32 -6.72 0.000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4.64 (0.79) 3.85 (1.10) 0.79 -12.49 0.000
사회적 교류 측면

  경제활동 참여 4.07 (0.94) - - - - -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의 활동 3.82 (0.91) 3.43 (1.24) 0.39 -6.48 0.000
  여가 및 취미활동 4.08 (0.88) 3.27 (1.28) 0.81 -12.22 0.000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3.89 (1.03) 2.75 (1.49) 1.14 -13.25 0.000

주: 1) 각 항목은 ① 강한 부정∼⑤ 강한 긍정의 5점 척도로 계산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

재 수준이 각 항목에 충실히 반영함을 뜻함.
   2)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는 <표4-3>과 동일한 이유로 현재 수준은 질문하지 않았음.
   3) 현재 수준에 있어 경제활동 참여 문항은 참여와 비참여로 구분되어 5점 척도가 아니어서 제외함. 

[그림 4-5]의 IPA 분석결과에 따르면, 요도와 재수 이 모두 높

은 2사분면에는 부부가 건강한 것,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인지  

기능의 유지, 신체  기능의 유지, 경제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 건강한 생활습 이 속하 다. 

요도는 높으나 재수 이 낮은 1사분면에는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

태,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나타났으며, 

요도와 재수 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



130∙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을 이루는 것, 여가  취미활동,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의 활동,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요도는 낮으나 재수 이 높은 

역인 4사분면에는 자신을 신뢰하고 존 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를 잘 하는 것, 자녀들과의 물질 ‧

정서  교류가 속하 다. ‧장년층의 인식과 비교해볼 때 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항목만 

평균치에 비해 재수 이 낮게 나타나 1사분면에 치했다.   

〔그림 4-5〕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 내 변수별 IPA분석(중요도-현재 수준) 매트릭스(49~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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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IPA 분석 소결

성공  노후와 련된 요인 내 변수들을 ‧장년층(40~64세)과 베이

비부머 세 (49~57세)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4-6>, <표 4-7>과 같

다. 앞의 IPA 분석 모형의 설명과 같이, 1사분면은 즉각 이고 집

인 리가 필요한 역이고, 2사분면은 지속 인 유지가 필요한 부문이

며, 3사분면은 우선순 가 떨어지고, 4사분면은 불필요한 자원과 노력을 

지양하여 과잉된 것을 여야 하는 역이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

이, ‧장년층(40~64세)의 경우 1사분면에는 신체  측면의 변수가 1개, 

2사분면에는 신체  측면 3개, 심리  측면 1개, 가족  측면 2개, 경제

 측면 2개로 총 8개의 변수가 속하 다. 3사분면에는 심리  측면 1

개, 사회  교류 측면 3개의 변수가 속해 총 4개의 변수가 있었으며, 4

사분면에는 심리  측면 2개, 가족  측면 1개로 총 3개의 변수가 속했

다. 베이비부머 세 (49~57세)의 경우 ‧장년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항목만 ‧장년층

과 다르게 1사분면에 치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1사분면에 공통 으로 속한 질병‧장애가 없는 건

강상태는 집 으로 리를 해야 할 부분이다. 게다가 동 변수는 ‧장

년층과 베이비부머 세  모두 요도와 재수 의 차이가 다른 변수들

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t=-27.14, p<0.001) 건강증진정책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베이비부머 세 의 경우 

정  태도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한 개입 략이 요구된다. 

2사분면에 속한 다양한 변수들은 지속 인 유지를 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고 같은 역에 있지만, 각 변수들의 치는 분산되어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특히,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는 ‧장년층과 베이비부

머 세 를 비교해볼 때, 베이비부머 세 가 느끼는 요성과 재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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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을 보아 이들의 성공  노후의 쟁 은 경제  측면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2, 4-3, 4-4, 4-5 참고). 한 요도가 다른 항목에 비

해 상당히 높은 가족  측면의 변수들이 미래의 성공  노후의 매우 

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정책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3사분면에 속한 삶의 목표  자기성장, 여가  취미활동, 자

원 사 활동 등 사회기여, 동창회  친목모임 활동은 경   마 의 

략처럼 요도와 재수 이 낮기 때문에 우선순 에서 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변수들에 한 국민들의 인식  비 수

이 낮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제약이라는 조건에서 이윤을 한 우선순  선택을 해야 하지만, 국민들

의 성공 인 노후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제해야 할 분야가 아니라 개

발  향상시켜야 할 분야인 것이다16). 특히 사회  교류 측면에 속하

는 자원 사 활동 등 사회기여, 여가  취미활동, 동창회  친목모임 

활동에 한 정부의 략  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사분면에 속하는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응하고 자기 리를 잘

하는 것과 자녀들과의 물질 ‧정서  교류, 자신에 한 신뢰‧존 ‧자부

심 역시 불필요한 자원  노력을 지양하는 략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요도는 낮으나 재수 이 높은 동 변수들은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듯이 성공  노후의 정 인 향변수들이다(김미혜‧

신경림, 2005; 백지은‧최혜경, 2005; 윤 숙‧유희정, 2006; 안정신‧강인

‧김윤정, 2009). 오히려 이러한 항목들을 지속 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성공  노후의 요한 요소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할 것이다.  

16) 사회  교류 측면에 속하는 자원 사활동, 여가  취미활동, 동창회  친목모임 활동을 

비롯하여 삶의 목표  자기성장과 같은 심리  측면의 변수들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성공  노화의 요한 구성요소이자 향변수라고 보고하고 있다(홍 방, 2005; 김미혜‧

신경림, 2005; 김동배, 2008; 이은석‧안찬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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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분석과정에서 요한 것은 5가지의 요인  요인 내 변수 

모두가 요도에 비해 재수 이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특히 성공  

노후를 구성하는 5가지의 각 요인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부부가 건강한 것, 노후

의 경제  안정  여유, 자원 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는 요

도와 재수 의 차이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들의 성공  노후를 한 정부의 정책방향

은 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IPA 분석에 따른 각 역의 개입 략들을 수

렴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4-6〉 IPA분석에 따른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 및 변수별 배치(40~64세) 

구분 요인 변수 소계

제Ⅰ사분면 신체적 - 질병‧장애가 없는 상태 1개

제Ⅱ사분면

신체적
- 신체적 기능 유지

- 인지적 기능유지

- 건강한 생활습관

8개
심리적 - 긍정적 태도 및 삶의 만족도

가족적
- 부부 건강

- 부부 화목

경제적
- 타인에 대한 경제적 비의존

-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제Ⅲ사분면

심리적 - 삶의 목표 및 자기성장

4개

사회적 교류
- 여가 및 취미활동

- 동창회 및 친목모임 활동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기여

제Ⅳ사분면
심리적

- 자신에 대한 신뢰‧존중‧자부심

-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자기관리
3개

가족적 -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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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IPA분석에 따른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요인 및 변수별 배치(49~57세) 

구분 요인 변수 소계

제Ⅰ사분면
신체적 - 질병‧장애가 없는 상태

2개
심리적 - 긍정적 태도 및 삶의 만족도

제Ⅱ사분면

신체적
- 신체적 기능 유지

- 인지적 기능유지

- 건강한 생활습관

7개
가족적

- 부부 건강

- 부부 화목

경제적
- 타인에 대한 경제적 비의존

-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제Ⅲ사분면

심리적 - 삶의 목표 및 자기성장

4개
사회적 교류

- 여가 및 취미활동

- 동창회 및 친목모임 활동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기여

제Ⅳ사분면
심리적

- 자신에 대한 신뢰‧존중‧자부심

-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자기관리 3개

가족적 -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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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40∼64세 남녀 1,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성공 인 

노후에 한 장년층 인식｣ 화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후설계 지원서비스 체계의 강화 

 
장년층이 본인의 성공  노후에 한 생각 정도에 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약 80%는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하 으나, 나머지 20%는 

본인의 노후생활에 하여 고민을 거의 해본 이 없는 것으로 악

되었다. 

본인의 노후생활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비를 하 는가에 따

라 노후 삶의 질이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환경의 변

화 속에서 더욱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해서는 본인의 

노후에 해서 생애주기 반을 통해 계획하고 비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성공  노후의 다차원 ‧통합 인 구

성요인을 균형 으로 비할 수 있는 노후설계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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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후준비를 위한 다차원적 지원

 
신체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에서 성공  노후를 이루는 5

개 요인  신체 인 측면에 한 요성(4.65 )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고, 정부정책의 우선순 에 한 질문에서도 첫 번째로 건강증진/보건

의료사업(57.0%)이 제시되었다. 한 신체  요인에서 질병이 없는 건

강상태, 신체 ‧인지  기능유지, 건강한 생활습  등이 4개의 요소가 

매우 요하다고 응답하 으나,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의 유지

나 건강한 생활습 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그 재 수 이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장년층에 한 맞춤형 건강 리의 설계가 필요하며, 

질병 방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 리 는 만성질병 리, 건강한 

생활습 이 실천될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심리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에서 심리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감, 자아 존 감, 자아 수용성 등의 3가지 요소에 비하여 삶의 목표

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요소의 요성 인식과 재 상태가 모두 

낮은 수 이므로, 노년기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에 한 정  이미지  연령통합  사

회로의 환 등이 필요하며, 자신의 환경 변화에 응하고 자기 리 능

력이 유지될 수 있는 평생학습 등에 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편 정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는 매우 요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행 수 과는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인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에서 부부 건강이나 부부 

화목에 한 요소가 자녀 련 요소보다 더 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세  노인에 비하여 자녀에 한 의미 부여가 축소됨을 짐작할 수 있

다. 즉, 부부 계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부부 계 개선에 도움



제5장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39

이 되는 의사소통의 증진이나 갈등 해소 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구되

고, 한 건강가정 유지나 가족친화  분 기 조성을 한 다양한 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에서 경제  요인  다른 사

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가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 요소에 비하

여 더 요하게 인식한다. 즉 노후의 최소한의 경제  독립성에 한 욕

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노후의 경제  안정  여유 요소의 경우 

그 요성에 한 인식에 비하여 재 수 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빈곤층에 한 최소한의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상층에 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나 은퇴 재무설계 지원 등으로 재무 건

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은퇴 제도의 개선과 

근로를 희망하는 건강한 장년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일자리

가 제공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교류 측면의 성공  노후에 한 태도를 보면, 취미‧여가생활

이나 단체활동, 자원 사활동 등에 한 태도로 타요인에 비하여 그 

요성에 한 인식이나 실천 수 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가에 

한 인식 개선과 다양한 여가활동에 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극  

사회활동은 생애주기 체를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회에 공

헌하고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의 확 가 요구된다.

  3.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전략적 접근

IPA분석 결과에서는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요소는 집  리

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정책 등 극  정책 개입이 필요하고, 

심리 , 가족 , 경제  요인 등에 포함된 변수들에 해서는 지속 인 

리를 통해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안정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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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한 계획은 유지 강화가 요구된다. 한 삶의 목표  자기성장 

요소와 사회  교류 요인(3개 요소)에 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비 

수 이 낮은 실정이므로 정부의 략  근이 필요하다 

성공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 역할의 요성(4.42 )이 가족

(4.34 )이나 국가(4.10 )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길어진 노년기를 비한 노후설계를 구상하고, 정부는 노후생활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안내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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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제1절 조사의 개요

조사 표본은 2012년 7월 주민등록인구를 토 로 지역‧성‧연령별 인

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여 국에서 25∼49세 남녀 1,000명을 표본추

출 하 다. 화조사는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조사 문기

( 리서치연구소)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표 6-1〉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25세 이상 ∼ 49세 이하 남녀

조사기간 2012. 09. 04 ~ 2012. 09. 12 (9일간)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 / 성별 /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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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응답자의 일반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인식조사에 응답한 상자는 

1,000명으로 7  역시에 47.3%(473명), 9개 도지역에 52.7%(527명)

가 거주하 다.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2 참조).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51.4%와 48.6%로 남자가 여자

보다 2.8%p 많았고, 연령층은 25～29세는 16.8%로 낮은 분포를 보 고, 

30～34세는 20.1%, 35～39세 20.2%로 30  연령층이 40.3%이었으며, 

40～44세는 21.6%, 45～49세 21.3%로 40  연령층이 42.9%의 분포

를 보 다. 따라서 30～40  연령층이 체 응답자의 83.2%로 4/5 이

상을 차지하 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이혼‧별거‧사별을 포함하는 기혼자

가 72.3%로 체 응답자의 약 3/4정도를 차지하 고, 미혼은 27.2%로 

1/4 이상의 분포를 보 는데 이는 연령  특성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

다.17)   

    

  2. 사회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인 학력, 근로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2 참조).18) 

17)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수집계 결과(인구부문)에 의하면, 25∼49세 인구(약 

19,538천명)의 남자는 50.4%, 여자 49.6%이고, 기혼은 71.0%, 미혼은 29.0%임. 연령

별로는 25∼29세 18.1%, 30∼34세 18.9%, 35～39세 21.0%, 40～44세 21.1%, 45～49
세 20.8%임(통계청, 2011).   

18) 응답자의 학력수 , 종사상 지   월평균 가구소득은 무응답자 각각 23명, 4명, 115명
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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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학력수 은 고등학교 이하가 30.1%, 학 이상이 69.9%로  

고학력소자지가 학력소지자보다 2.3배 높았다. 

근로 여부는 근로를 한다는 비율이 86.2%, 근로를 안한다는 비율은 

13.8%로 재 근로 상태인 응답자가 체의 4/5를 과하 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개념이다.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34.2%, 300～400만원 미만이 22.8%, 

400～500만원 미만이 17.4%, 500만원 이상이 25.5%로 2012년 2/4분

기 월평균 가계소득 394.2만원을 기 으로 할 때 평균 이하가 상당히 

높았다.

  3. 자녀유무 및 가구형태

응답자의 자녀 유무와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2 참조). 기혼 응답자 에서 자녀가 있는 비

율은 94.0%로 다수가 해당되었고 자녀가 없는 비율은 6.0%에 불과하

다. 

한편 자녀가 있는 기혼자 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율은 38.3%

로 1/3을 약간 상회하 고, 미취학 자녀가 없는 비율은 61.7%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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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지역 7대 광역시 473 47.3

9개 도지역 527 52.7
성별 남자 514 51.4

여자 486 48.6
연령 25～29세 168 16.8

30～34세 201 20.1
35～39세 202 20.2
40～44세 216 21.6
45～49세 213 21.3

결혼상태
기혼 723 72.3
미혼 277 27.2

학력 중학교 이하 17 1.7
고등학교 277 28.4
(전문) 대학 이상 683 69.9

근로 여부 한다(취업) 862 86.2
안한다(비취업) 138 1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7 13.2
200만원~299만원 186 21.0
300만원~399만원 202 22.8
400만원~499만원 154 17.4
500만원 이상 226 25.5

기혼자의 자녀 유무1) 있음 661 94.0
없음 42 6.0

미취학 자녀 유무2) 있음 239 38.3
없음 385 61.7

주: 1) 전체 응답자중 기혼자 7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무응답 20명을 제외함. 
   2) 전체 응답자중 기혼자이면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6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무응답 37명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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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최근 속하게 진행되는 출산‧고령화시 에 여성인구가 주요한 노

동인력으로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 은 매우 요하다. 지속 으로 맞벌

이 부부가 증가하고 새로운 보편  가족모델로 자리잡아 가면서 우리사

회에서 일‧가정 양립은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의 남성과 

여성은 노동자와 동시에 부모로서 이 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과 자

녀양육,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과제를 떠맡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직장환경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노동생산성, 정체

되어 있는 낮은 여성경제활동과 함께 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에 놓여있다. 최근 안으로 가족친화정책, 가족친

화기업경  등 가족친화  사회조성에 정책  심이 집 되고 있다. 따

라서 출산‧고령화시 를 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정책은 기

업  측면에서는 효율 인 생산력 제고라는 에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 제고와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

에서 요한 해결방안으로 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과 국

민은 가족친화에 한 인식이 조한 편이다.  

따라서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인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공유하고 고취하기 해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한 의견은 

(매우)그 다는 정 인 응답은 12.2%이었고, 보통 29.1%, ( )그

지 않다는 응답은 58.7%로 부정 인 태도가 정 인 태도보다 약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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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따라서 응답자의 87.8%는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해 립 인 가치를 보이거나 부정 인 인식이 높았다.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한 의견 

분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체로 비슷한 태도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6-3 참조). 일‧가정 

양립과 비교  련이 높은 성, 결혼상태, 근로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등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한 의견은 남자는 ( )

그 지 않다는 부정 인 의견이 (매우)그 다는 정 인 의견보다 약 5

배 높았고, 보통은 27.8%로 체보다 약간 낮았다. 여자는 남자보다 부

정 인 의견과 정 인 의견 차이가 약 6배로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의

견도 다소 높았다. 평균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해 부정 인 인식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해 기혼은 ( )

그 지 않다는 부정 인 의견이 (매우)그 다는 정 인 의견보다 약 5

배 높았고, 보통은 28.5%로 체보다 낮았다. 미혼도 부정 인 의견과 

정 인 의견 차이가 약 5배로 기혼과 동일하 으나 보통이라는 의견

은 기혼보다 다소 높았다. 평균은 기혼이 미혼보다 0.03 이 높았다. 기

혼은 미혼보다 정과 부정 인 인식이 높은 반면, 미혼은 립 인 인

식이 높았다. 

근로여부별로는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해 근로자는 (

)그 지 않다는 부정 인 의견이 (매우)그 다는 정 인 의견보다 

약 5배 높았고, 보통은 29.8%로 체보다 약간 높았다. 비근로자는 근

로자보다 부정 인 의견과 정 인 의견 차이가 약 4배로 낮았으며, 보

통이라는 의견도 다소 낮았다. 평균은 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0.05 이 

높았다. 근로자는 비근로자보다 립 인 의식이 높은 반면, 비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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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다 정과 부정 인 인식이 약간 더 높았다. 

〈표 6-3〉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5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3 10.9 29.1 39.9 18.8 100.0 (1,000) 3.64 　

지역 7대 광역시 1.1 10.8  27.7  41.2  19.2  100.0 (473) 3.67  1.51
(0.88)9개 도지역 1.5 11.0  30.4  38.7  18.4  100.0 (527) 3.61  

성별 남자 1.4 12.3  27.8  38.7  19.8  100.0 (514) 3.63  3.40
(-0.20)여자 1.2  9.5  30.5  41.2  17.7  100.0 (486) 3.65  

연령 25~29세 0.6 10.1  31.0  41.1  17.3  100.0 (168) 3.64  

(0.70)
30~34세 2.0 11.4  28.4  39.8  18.4  100.0 (201) 3.61  
35~39세 1.0 8.4  29.7  39.1  21.8  100.0 (202) 3.72  
40~44세 2.3 13.0  27.8  38.9  18.1  100.0 (216) 3.57  
45~49세 0.5 11.3  29.1  40.8  18.3  100.0 (213) 3.65  

결혼

상태

기혼 1.5 10.8  28.5  40.0  19.2  100.0 (723) 3.65  1.60
(0.32)미혼 0.7 11.2  30.7  39.7  17.7  100.0 (277) 3.6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0.0 23.5  23.5  29.4  23.5  100.0 ( 17) 3.53  
(0.67)고등학교 1.8 11.9  29.6  38.6  18.1  100.0 (277) 3.59  

대학 이상 1.2 10.1  28.7  41.3  18.7  100.0 (683) 3.66  
근로

여부

한다(취업) 1.3 10.6  29.8  39.0  19.4  100.0 (862) 3.65  4.22
(0.51)안한다(비취업) 1.4 13.0  24.6  45.7  15.2  100.0 (138) 3.60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0.0 16.2  25.6  41.0  17.1  100.0 (117) 3.59  

(0.43)
200~299만원 1.1  8.6  29.0  41.4  19.9  100.0 (186) 3.70  
300~399만원 3.5  9.4  27.7  36.1  23.3  100.0 (202) 3.66  
400~499만원 1.3 10.4  31.8  40.3  16.2  100.0 (154) 3.60  
500만원 이상 0.9  9.3  29.2  42.9  17.7  100.0 (226) 3.67  

기혼자의

자녀 유무

있음 1.5 10.7  27.8  40.4  19.5  100.0 (661) 3.66  
(-0.71)

없음 2.4  7.1  40.5  33.3  16.7  100.0 ( 42) 3.77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0.8  6.7  28.9  42.3  21.3  100.0 (239) 3.61  7.10
(-2.03*)없음 2.1 12.5  27.5  38.7  19.2  100.0 (385) 3.5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5점 평균 점수는 ① 매우 그렇다~⑤ 전혀 그렇지 않다의 평균 점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더 긍정적임.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703명이 분석 대상이고, 미취학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6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미취학 자녀 유무별로는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은 ( )그 지 않다는 부정 인 

의견이 그 다는 정 인 의견보다 8.5배 더 높았고, 보통은 28.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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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비슷한 수 이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은 부정 인 의견이 

정 인 의견보다 약 4배 더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은 조  낮았다. 평

균 수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이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0.6

이 높아 더 부정 이었다.   

  2. 출산‧양육과 일 병행의 장애요인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

는 응답자를 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어려운 직장문화와 분 기 때문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출산과 

육아휴직에 의한 경력단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25.6%),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미흡(22.5%)이 많은 편이었다. 이 외에 

직장보육시설 부족(14.1%)도 지 않았으며, 업무과다와 장시간 근로

(7.0%)도 이유로 응답하 다. 따라서 출산‧양육과 일 병행의 장애요인은 

직장문화‧분 기와 지원제도 미흡 그리고 경력단   재취업 어려움 등 

사회 ‧제도 인 요인으로 집 된다(표 6-4 참조).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성  결혼상태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6-4 참조). 성별로는 남자는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어려운 직장문화와 

분 기 때문(30.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

원하는 제도 미흡(23.3%)이 많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여자는 출산과 육

아휴직에 의한 경력단   재취업의 어려움(31.5%) 때문이 가장 많았

고,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어려운 직장문화와 분 기(24.8%) 때문도 많

아, 성별 차이를 보 다.     

결혼상태별로는 공통 으로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어려운 직장문화

와 분 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기혼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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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 미흡과 경력단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이 비슷한 비율로 많

았고, 미혼은 경력단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이 체보다 높았다. 따라

서 출산‧양육과 일 병행의 장애요인은 결혼상태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6-4〉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

(단위: %. 명)

　 　구분

직장

보육

시설  

부족

출산 및

육아휴직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직장

에서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미흡해서

출산‧양육

과 일을

같이하기

어려운 

직장문화와

분위기

때문에

업무 

과다와 

장시간 

근로

기타     계 (명) χ2-test

전체 14.1 25.6 22.5 27.9 7.0 2.9 100.0 (587) 　

지역 7대 광역시 16.1 24.5  21.3  25.5  8.0  4.5  100.0 (286)
9.37

9개 도지역 12.3 26.6  23.6  30.2  6.0  1.3  100.0 (301)
성별 남자 13.6 19.9  23.3  30.9  8.6  3.7  100.0 (301)

13.50*
여자 14.7 31.5  21.7  24.8  5.2  2.1  100.0 (286)

연령 25~29세  8.2 25.5  23.5  32.7  9.2  1.0  100.0 ( 98)

17.96
30~34세 13.7 29.9  21.4  24.8  9.4  0.9  100.0 (117)
35~39세 16.3 21.1  22.8  30.9  5.7  3.3  100.0 (123)
40~44세 17.9 21.1  22.8  26.8  6.5  4.9  100.0 (123)
45~49세 13.5 30.2  22.2  25.4  4.8  4.0  100.0 (126)

결혼

상태

기혼 15.7 24.3  24.5  25.9  6.1  3.5  100.0 (428)
12.64*

미혼 10.1 28.9  17.0  33.3  9.4  1.3  100.0 (159)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2.2 22.2  33.3  0.0  22.2  0.0  100.0 (  9)
고등학교 12.7 22.9  27.4  29.3  4.5  3.2  100.0 (157)
대학 이상 14.4 27.1  20.5  28.3  6.8  2.9  100.0 (410)

근로

여부

한다(취업) 13.1 25.8  22.7  28.6  6.8  3.0  100.0 (503)
3.69

안한다(비취업) 20.2 23.8  21.4  23.8  8.3  2.4  100.0 ( 84)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16.2 29.4  29.4  16.2  7.4  1.5  100.0 ( 68)
200~299만원 13.2 23.7  18.4  34.2  8.8  1.8  100.0 (114)
300~399만원 17.5 19.2  24.2  28.3  6.7  4.2  100.0 (120)
400~499만원 10.3 37.9  24.1  18.4  6.9  2.3  100.0 ( 87)
500만원 이상 13.1 24.8  19.0  34.3  5.8  2.9  100.0 (137)

기혼자의

자녀 유무

있음 16.2 23.2  24.2  26.3  6.6  3.5  100.0 (396)
없음  9.5 42.9  28.6  14.3  0.0  4.8  100.0 ( 21)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19.1 20.4  26.3  23.0  8.6  2.6  100.0 (152)
6.93

없음 13.5 26.0  22.9  28.7  4.9  4.0  100.0 (223)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417명이 분석 대상이고, 미취학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3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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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속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사회가 격히 변화하고 있

으며, 이러한 향으로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활동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2년 50.9%

로 여성의 과반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를 기 으로 2010년 평균참가율인 59.4%

보다 조한 편이며 20～30  여성은 출산시기에 직장경력 단 상인 

M커 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0).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용에서의 남

녀의 평등한 기회와 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진하

여 남녀고용평등을 실 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

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해 육아휴직제도를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사용률은 2012년에 12%로 상당히 조

한 실정이다. 따라서 출산‧고령화시 에 여성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를 

해 요한 정책  의미를 가지는 육아휴직제도의 수용성을 확 하기 

해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진단하고 욕구를 도출할 필요성이 두된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동 제도에는 출산 ‧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출산 ‧후 휴가제도는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임 의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

장해주는 제도로 출산 후 휴가기간은 최  90일까지 법 으로 보장된

다. 반면 육아휴직제도는 만6세 이하의 등학교 취학  자녀의 양육을 

하여 근로자가 직장에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휴직시 고

용보험에서 월평균 임 의 40% 수 의 육아휴직 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후휴가는 출산에 한 휴직을 보장하는 의미로 출산 에도 청구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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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 ‧후휴가 외에 육아휴직제도와 이에 따른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가 54.5%로 과반수 

정도이었고,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15.0%로 일부에 불과하 으며, 

 모른다는 3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

에 한 인지도는 69.5%로 체 응답자의 2/3을 상회하 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와 이에 따른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근로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미취

학자녀 유무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6-5 참조).  

연령별로는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41.1～60.1%로 

30～3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

고,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비율은 11.1～19.8%로 30～34세와 35～

39세 연령층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다.  모른

다는 비율은 22.9～44.6%로 25～29세 연령층이 타 연령층보다 1.5～2

배까지 높았고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와 육

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55.4～77.1%로 30～34세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 35～49세 연령층도 높은 편이었으며 25～29세 연령층이 가장 

조하 다. 이는 동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 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은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56.3%

고,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16.7%로 체보다 다소 높았고,  

모른다는 비율은 27.0%로 체보다 낮았다. 미혼은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49.8%,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10.5%로 기혼  체

보다 낮았고,  모른다는 비율은 39.7%로 1/3을 과하여 체와 기

혼보다 높았다.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기혼이 

73.0%, 미혼은 60.3%로 기혼이 미혼보다 다소 높아서 동 제도와 련

이 높고 사용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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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응답자의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계 (명) χ2-test

전체 15.0 54.5  30.5  100.0  (1,000) 　

지역 7대 광역시 15.6 54.1  30.2  100.0   (473)
0.29

9개 도지역 14.4 54.8  30.7  100.0   (527)
성별 남자 15.0 53.9  31.1  100.0   (514)

0.21
여자 15.0 55.1  29.8  100.0   (486)

연령 25~29세 14.3 41.1  44.6  100.0   (168)

33.58***
30~34세 18.9 58.2  22.9  100.0   (201)
35~39세 19.8 50.5  29.7  100.0   (202)
40~44세 11.1 59.7  29.2  100.0   (216)
45~49세 11.3 60.1  28.6  100.0   (213)

결혼상태 기혼 16.7 56.3  27.0  100.0   (723)
17.44***

미혼 10.5 49.8  39.7  100.0   (27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9 47.1  47.1  100.0   ( 17)

23.50***고등학교 7.2 57.0  35.7  100.0   (277)
대학 이상 18.3 54.0  27.7  100.0   (683)

근로 여부 한다(취업) 16.2 54.3  29.5  100.0   (862)
8.65*

안한다(비취업) 7.2 55.8  37.0  100.0   (1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5 52.1  39.3  100.0   (117)

32.30***
200~299만원 9.1 54.3  36.6  100.0   (186)
300~399만원 15.8 55.9  28.2  100.0   (202)
400~499만원 16.2 64.3  19.5  100.0   (154)
500만원 이상 22.6 50.4  27.0  100.0   (226)

기혼자의

자녀 유무

있음 16.6 55.8  27.5  100.0   (661)
0.80

없음 16.7 61.9  21.4  100.0   ( 42)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23.4 51.9  24.7  100.0   (239)
12.89**

없음 12.5 57.9  29.6  100.0   (38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703명이 분석 대상이고, 미취학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6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교육수 별로는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47.1～57.0%

로 고등학교 학력소지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 이상, 학교 이하 

학력소지자 순으로 높아서 일정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비율은 5.9～18.3%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더 높고,  모른다는 비

율은 27.7～47.1%로 교육수 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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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53.0～72.3%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더 높다고 생각된다.

근로여부별로는 근로자는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54.3%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16.2%로 체

보다 다소 높았으며,  모른다는 비율은 29.5%로 체보다 낮았다. 

비근로자는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55.8%로 과반수를 상회하

고,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7.2%로 근로자  체보다 낮았고, 

 모른다는 비율은 37.0%로 1/3을 과하여 체와 근로자보다 높았

다.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근로자가 70.5%, 비

근로자는 63.0%로 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다소 높아서 동 제도와 근

성이 높은 근로자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 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50.4～

64.3%로 500만원 이상 소득층을 제외하고 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 고,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비율은 8.5～22.6%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 다.  모른다는 비율은 19.5～

39.3%로 500만원 이상 소득층을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 다.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60.6～

80.5%로 5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 과 취업 등이 가구소득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미취학 자녀 유무별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은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9% 고, 세부 내용까

지 알고 있다는 23.4%,  모른다는 비율은 24.7% 다. 미취학 자녀

가 없는 집단은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57.9%로 과반수를 과

하여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높았으나,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5%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다소 낮았다. 한  

모른다는 비율은 29.6%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높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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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한 인지도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

은 75.3%,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은 70.4%로 동 제도와 련이 높은 

집단에서 인지도가 더 높은 특성을 보 다.  

기혼자 에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여에 해 인지도가 있는 응

답자를 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용경험이 있

다는 비율은 10.3%에 불과하 고, 나머지 89.7%는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6 참조).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경험 유무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

소득, 미취학자녀 유무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성별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경험률은 남자가 6.5%, 여자가 14.1%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높았다. 이는 동 제도의 도입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가 반 된 것으로 2008년부터 동 제도가 용된 남자는 지속 인 증

가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이 낮은 것은 불가피한 상으로 이해된다.    

연령별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경험률은 2.7～22.2%로 연령이 낮을

수록 사용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 는데 이는 동 제도가 도입되어 수용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최근에도 조한 사용수 을 감안할 

때 고연령층이 은 연령층에 비해 수용성이 낮은 직장문화와 사회  

환경을 경험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경험률은 400～499만원 

소득층을 제외하고 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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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응답자의 육아휴직제도 사용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χ2-test

전체 10.3 89.7  100.0  (532) 　

지역 7대 광역시 9.5 90.5  100.0  (242)
0.33

9개 도지역 11.0 89.0  100.0  (290)
성별 남자 6.5 93.5  100.0  (262)

8.25**
여자 14.1 85.9  100.0  (270)

연령 25~29세 22.2 77.8  100.0  ( 27)

20.53***
30~34세 15.7 84.3  100.0  ( 89)
35~39세 15.6 84.4  100.0  (122)
40~44세 8.2 91.8  100.0  (146)
45~49세 2.7 97.3  100.0  (14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0 100.0  100.0  (  9)
4.47고등학교 6.8 93.2  100.0  (161)

대학 이상 12.2 87.8  100.0  (353)

근로 여부

한다(취업) 11.3 88.7  100.0  (450)
3.12

안한다(비취업) 4.9 95.1  100.0  ( 8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100.0  100.0  ( 43)

10.17*
200~299만원 6.6 93.4  100.0  ( 91)
300~399만원 14.3 85.7  100.0  (112)
400~499만원 10.0 90.0  100.0  (110)
500만원 이상 14.3 85.7  100.0  (133)

기혼자의

자녀 유무

있음 11.2 88.8  100.0  (483)
없음 0.0 100.0  100.0  ( 33)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21.5 78.5  100.0  (181)
26.61***

없음 5.5 94.5  100.0  (272)

주: 1) 기혼자 중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53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516명이 분석 대상이고, 미취학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4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미취학 자녀 유무별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경험률

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은 21.5%,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은 5.5%

로 재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약 4배 더 높았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계층의 경우 동 제도의 수혜 상자일 뿐만 아니

라 최근 제도의 변화 등에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육아휴직제도

의 사용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미만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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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년, 6개월 이상～1년 미만 순으로 많았다. 평균 개월수는 7.9개월로 

6개월을 다소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

답자 에서 68.5%가 육아휴직기간으로 1년 미만을 사용하여 법정 보

장기간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기간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7 참조).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기간과 비교  

련이 높은 성,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등을 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 으며,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과 1

년 이상인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았고, 6개월 이상～1년 미만

인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평균 개월수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

한 수 이었다. 육아휴직기간으로 1년 미만을 사용한 비율은 여자가 남

자보다 다소 높아서 동 제도의 수용성은 여자가 높으나 법정 기간의 활

용에는 소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기간은 사용자 수가 은 25～29세와 

45～49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6개월 미만은 42.9～66.7%로 체로 연

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 고,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35～39세 

연령층이 26.3%로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다. 1년 이상은 16.7～42.9%

로 체로 연령이 을수록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5.3～9.0개월로 은 연령층이 고연령층보다 법정기간 활용

에 극 인 경향을 보 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기간은 사용자 수가 은 

200～299만원을 제외하면, 6개월 미만은 42.1～50.0%로 400～499만원 

소득층이 가장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은 10.5～

37.5%로 소득층이 낮을수록 높았다. 1년 이상을 사용한 비율은 18.8～

47.4%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평균 개월수는 6.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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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로 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사용기간이 길었다. 따라서 가구소

득이 높은 경우 법정기간사용에 극 인 태도를 보 고, 가구소득이 낮

을수록 일부 기간만 사용하는 경향을 보 다.        

〈표 6-7〉 응답자의 육아휴직제도 사용기간(출산전후휴가 제외)

(단위: %.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계 (명)

평균 

(개월)

χ2-test

(T-test/

 F-test)

전체 44.4 24.1  31.5 100.0 (54) 7.9 　

지역 7대 광역시 36.4 22.7   40.9  100.0 (22) 10.3  
(1.95)

9개 도지역 50.0 25.0   25.0  100.0 (32) 6.3  
성별 남자 47.1 17.6   35.3  100.0 (17) 8.4  

(0.31)
여자 43.2 27.0   29.7  100.0 (37) 7.7  

연령 25~29세 20.0 80.0    0.0  100.0 ( 5) 6.8  

(2.53)
30~34세 42.9 14.3   42.9  100.0 (14) 9.0  
35~39세 47.4 26.3   26.3  100.0 (19) 7.0  
40~44세 66.7 16.7   16.7  100.0 (12) 5.3  
45~49세  0.0  0.0  100.0  100.0 ( 4) 18.0  

교육

수준

고등학교 54.5 18.2   27.3  100.0 (11) 5.5  
(1.37)

대학 이상 42.9 26.2   31.0  100.0 (42) 8.5  
근로 

여부

한다(취업) 42.0 26.0   32.0  100.0 (50) 8.2  
(0.94)

안한다(비취업) 75.0  0.0   25.0  100.0 ( 4) 4.5  
월평균

가구

소득

200~299만원 66.7 16.7   16.7  100.0 ( 6) 4.2  

(1.46)300~399만원 43.8 37.5   18.8  100.0 (16) 6.7  
400~499만원 50.0 30.0   20.0  100.0 (10) 6.6  
500만원 이상 42.1 10.5   47.4  100.0 (19) 10.6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47.4 23.7   28.9  100.0 (38) 8.2  
(0.39)

없음 40.0 20.0   40.0  100.0 (15) 7.3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미취학자녀 유무별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6개월 미만과 6개월～1년 미

만인 비율은 재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더 높았고, 1년 이상인 비

율은 재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이 11.1%p 더 높았다. 평균 개월수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다소 길어서 사용기간 분포와

는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실제 사용자 수가 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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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응답자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의향에 하

여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53.0%로 과

반수 이상이었고,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13.3%로 일부에 불과하

으며, 나머지 33.7%는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의향이 없다는 비율에 비해 약 4배 더 높

아서 동 제도에 한 욕구가 높았다(표 6-8 참조).

육아휴직 사용의향에 한 의견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

육수   근로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기혼자의 자녀여부, 미취학자녀유

무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성별로는 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 으며, 육아휴직 사용의향 유무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  높았고,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

다 더 높았다. 따라서 출산계획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다면 여자가 남

자보다 육아휴직 사용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33.8～83.9%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분포를 보 으며,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6.6～17.8%로 30～34세와 35～39세 연령층이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

다.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6.5～59.6%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는 동 제도와 련성이 높은 은 연령층에서 욕구가 높음을 보여 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1.8%로 체보다 낮았고, 사용의향이 없다는 13.4%로 사용의향이 3배 

높았다.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44.8%로 체보다 높았다. 미혼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82.3%로 응답자의 4/5에 해당되었으

며, 사용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13.0%로 사용의향이 6.3배 높았고 출산

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미미하 다. 육아휴직 사용의향은 미혼이 기혼보

다 2배 높았고, 사용의향이 없다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혼은 출산이 

진행 이거나 완료되어 동 제도의 근가능성이 떨어진데 비해 미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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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의 사용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욕구가 높았다.  

교육수 별로는 육아휴직 사용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35.3～55.9%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 으며, 사용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11.6～17.6%로 일정하지 않았다.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29.9～

47.1%로 교육수 이 낮을수록 높은 분포를 보 다. 고학력소지자가 

학력소지자에 비해 동 제도의 욕구가 더 높았다. 

근로 여부별로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2%로 사용의향이 없다는 14.4%보다 약 4배 더 높았다.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30.4%로 체보다 낮았다. 비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9.1%로 사용의향이 없다는 6.5% 보다 6배 

더 높았고,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54.3%로 과반수를 과하 다. 

육아휴직 사용의향은 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16.1%p 높았으나, 출산계

획이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비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46.8～

57.4%로 200～299만원과 300～399만원 소득층이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으며,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9.7～24.8%로 199만원 이하 소득층이 

가장 높았으나 일 성이 없었다.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21.4～

43.5%로 비교  400만원 이상 소득층이 높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사용

의향은 체로 400만원 미만의 간층 이하의 소득층에서 높아서 타 소

득층에 비해 제도 욕구가 높았다. 

기혼자의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은 

39.3%로 체보다 훨씬 낮았고, 사용의향이 없다는 12.7%로 사용의향

이 3배 높았으며,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48.0%로 체보다 높았다. 

무자녀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66.7% 고, 사용의

향이 없다는 비율은 26.2%로 사용 의향이 2.5배 높았고, 출산계획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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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율은 7.1%로 낮았다.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육

아휴직 사용 의향은 유자녀 응답자가 사용 의향이 더 높았다. 

〈표 6-8〉 응답자의 향후 출산시 육아휴직 사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출산계획 없음       계 (명) χ2-test

전체 53.0 13.3 33.7 100.0 (1,000) 　

지역 7대 광역시 55.8 11.2  33.0  100.0 (473)
4.44

9개 도지역 50.5 15.2  34.3  100.0 (527)
성별 남자 54.7 16.0  29.4  100.0 (514)

12.02**
여자 51.2 10.5  38.3  100.0 (486)

연령 25~29세 83.9  9.5   6.5  100.0 (168)

196.44***
30~34세 68.7 17.4  13.9  100.0 (201)
35~39세 49.0 17.8  33.2  100.0 (202)
40~44세 37.0 14.8  48.1  100.0 (216)
45~49세 33.8  6.6  59.6  100.0 (213)

결혼상태 기혼 41.8 13.4  44.8  100.0 (723)
157.79***

미혼 82.3 13.0   4.7  100.0 (27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3 17.6  47.1  100.0 ( 17)

16.40**고등학교 45.8 11.6  42.6  100.0 (277)
대학 이상 55.9 14.2  29.9  100.0 (683)

근로 여부 한다(취업) 55.2 14.4  30.4  100.0 (862)
31.59***

안한다(비취업) 39.1 6.5  54.3  100.0 (1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3.8 24.8  21.4  100.0 (117)

31.16***
200~299만원 56.5 11.3  32.3  100.0 (186)
300~399만원 57.4 12.9  29.7  100.0 (202)
400~499만원 46.8  9.7  43.5  100.0 (154)
500만원 이상 46.9 12.4  40.7  100.0 (226)

기혼자의

자녀 유무

있음 39.3 12.7  48.0  100.0 (661)
26.97***

없음 66.7 26.2   7.1  100.0 ( 42)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48.1 17.6  34.3  100.0 (239)

33.56***
없음 34.0  8.6  57.4  100.0 (38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703명이 분석 대상이고, 미취학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6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미취학 자녀 유무별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48.1%로 사용의향이 없다는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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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더 높았다.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34.3%로 

체보다 높았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4.0%로 사용의향이 없다는 8.6% 보다 약 4배 높았고,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57.4%로 과반수를 상회하 다. 육아휴직 사

용의향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이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 보다 

14.1%p 더 높았으나, 출산계획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다면 미취학자녀

가 없는 집단이 향후 사용할 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9>에서는 향후 출산을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없

다는 응답자를 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 다.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가 3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육아휴직

여 수 이 낮아서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22.6%),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서(17.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 외에 미미하나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 기타 등의 이유로 응답하 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문화‧분 기와 육아휴직 여의 비 실

성, 직장복귀 어려움의 등 사회 ‧제도  요인 등에 집 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  특성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아휴직 사용과 비교  련

이 높은 성,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등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는 체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 고, 여자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 여수 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어서 등이 

많은 편이었다. 공통 으로 직장문화‧분 기라는 사회  요인을 지 하

으며, 이 외에 남자는 여수 의 비 실성인 제도  요인을, 여자는 직장

복귀 어려움인 사회구조  요인을 지 하여 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 다.  

연령별로는 기타 이유를 제외하고 25～29세와 35～39세 연령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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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 고, 30～34세 연령층은 여수 이 낮아 경

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 등이 많았다. 그리고 

40～44세와 45～49세 연령층은 공통 으로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 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 때문을 많이 응답하 다. 

이외에 40～44세는 여수 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어서도 많

이 지 하 다. 반 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사회 ‧제도  요인을 지

하 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기타 이유를 제외하고 199만원 이하와 400～

499만원 소득층은 체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 고, 200～299만원은 

여수 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가 많았다. 그리고 300～399만원

과 5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가 가

장 많았고, 다음은 동일하게 여수 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어

서와 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 응답이 많았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미취학 자녀 유무별로는 기타 이유를 제외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은 여수 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

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가 많

았다. 이에 비해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은 직장문화  분 기 상 

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집 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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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응답자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아 경제 

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

기타 계 (명)

전체  2.3 22.6 17.3 30.8 27.1 100.0 (133)
지역 7대 광역시  1.9 32.1  18.9  22.6  24.5  100.0 ( 53)

9개 도지역  2.5 16.3  16.3  36.3  28.8  100.0 ( 80)
성별 남자  0.0 26.8   9.8  35.4  28.0  100.0 ( 82)

여자  5.9 15.7  29.4  23.5  25.5  100.0 ( 51)
연령 25~29세 12.5 25.0  18.8  37.5  6.3  100.0 ( 16)

30~34세  0.0 28.6  25.7  25.7  20.0  100.0 ( 35)
35~39세  2.8 27.8  11.1  33.3  25.0  100.0 ( 36)
40~44세  0.0 15.6  15.6  34.4  34.4  100.0 ( 32)
45~49세  0.0  7.1  14.3  21.4  57.1  100.0 ( 14)

결혼상태 기혼  1.0 20.6  13.4  28.9  36.1  100.0 ( 97)
미혼  5.6 27.8  27.8  36.1  2.8  100.0 ( 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0  0.0  33.3  0.0  66.7  100.0 (  3)
고등학교  6.3 12.5  18.8  31.3  31.3  100.0 ( 32)
(전문)대학 이상  1.0 26.8  16.5  30.9  24.7  100.0 ( 97)

근로 여부 한다(취업)  2.4 23.4  17.7  30.6  25.8  100.0 (124)
안한다(비취업)  0.0 11.1  11.1  33.3  44.4  100.0 (  9)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9 13.8  10.3  37.9  31.0  100.0 ( 29)
200~299만원  4.8 38.1   9.5  33.3  14.3  100.0 ( 21)
300~399만원  0.0 19.2  19.2  26.9  34.6  100.0 ( 26)
400~499만원  0.0 26.7  13.3  33.3  26.7  100.0 ( 15)
500만원 이상  0.0 21.4  21.4  35.7  21.4  100.0 ( 28)

기혼자의

자녀 유무

있음  1.2 22.6  10.7  28.6  36.9  100.0 ( 84)
없음  0.0  0.0  27.3  36.4  36.4  100.0 ( 11)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4 28.6  14.3  26.2  28.6  100.0 ( 42)
없음  0.0 18.2   9.1  39.4  33.3  100.0 ( 33)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95명이 분석 대상이고, 미취학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6-10>은 원활한 육아를 해 월평균 임  비 육아휴직 여의 

최소한의 범 에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월평균 임 의 50% 이

상～60% 미만이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평균 임 의 60% 이

상～70% 미만과 70% 이상～80% 미만은 각각 약 19%로 비슷한 수

을 보 으며, 월평균 임 의 80% 이상도 약 18%로 지 않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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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평균 임 의 40%와 41% 이상～50%미만은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91.8%인 다수가 육아휴직 여의 최소한의 

범 로 월평균 임 의 41～80% 이상을 희망하여 여가 실성 있는 

수 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육아휴직 여의 최소한의 범 에 한 의견은 응답자의 성별, 근로여부  

미취학자녀 유무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6-10 참조).  

성별로는 남자는 월평균 임 의 40% 수 은 10% 미만으로 나타났

고, 41%～60% 미만은 31.8%로 체보다 다소 낮았으며, 60% 이상～

80% 미만은 39.3%로 1/3을 상회하 고, 80% 이상은 체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여자는 월평균 임 의 40% 수 은 남자보다 낮았고, 

41%～60% 미만은 41.8%로 남자보다 높았으며, 60% 이상～80% 미만

은 35.2%로 남자보다 낮았고, 80% 이상은 남자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여의 최소한의 범 로 월평균 임 의 41～80% 이상을 희망하는 범

는 남자 90.3%, 여자 93.4%로 여자가 남자보다 육아휴직 여의 상승 

욕구가 다소 높았다.

근로여부별로는 근로자는 월평균 임 의 40% 수 은 10% 미만으로 

낮았고, 41%～60% 미만은 34.6%로 체보다 다소 낮았으며, 60% 이

상～80% 미만은 38.1%로 1/3을 과하 고, 80% 이상은 체보다 다소 

높았다. 비근로자는 월평균 임 의 40% 수 은 근로자보다 낮았고, 41%～

60% 미만은 49.3%로 근로자보다 높았으며, 60% 이상～80% 미만은 

32.6%로 근로자보다 낮았고, 80% 이상도 근로자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여의 최소한의 범 로 월평균 임 의 41～80% 이상을 희망하는 범

는 근로자 91.3%, 비근로자 94.9%로 비근로자가 근로자보다 상승 욕구

가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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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원활한 육아를 위해 월평균 임금 대비 육아휴직급여의 최소 비율

(단위: %. 명)

　 　구분

현재 

제공되는 

40%수준

41%~ 

50%

미만

50%~ 

60%

미만

60%~ 

70%

미만

70%~ 

80%

미만

80%

이상
계 (명) χ2-test

전체  8.2  9.4  27.2  18.7  18.6  17.9  100.0 (1,000) 　

지역 7대 광역시  8.0  8.5  30.4  17.3  19.5  16.3  100.0 (473)
6.91

9개 도지역  8.3 10.2  24.3  19.9  17.8  19.4  100.0 (527)
성별 남자  9.7  8.6  23.2  18.5  20.8  19.3  100.0 (514)

14.09*
여자  6.6 10.3  31.5  18.9  16.3  16.5  100.0 (486)

연령 25~29세  4.8  7.7  29.2  17.3  16.7  24.4  100.0 (168)

28.54
30~34세  5.0   8.5  23.9  19.4  21.4  21.9  100.0 (201)
35~39세  8.9  7.9  28.7  18.3  18.3  17.8  100.0 (202)
40~44세 11.1  9.7  26.9  16.7  19.9  15.7  100.0 (216)
45~49세 10.3 12.7  27.7  21.6  16.4  11.3  100.0 (213)

결혼상태 기혼  8.7 10.1  26.4  18.4  18.9  17.4  100.0 (723)
3.40

미혼  6.9  7.6  29.2  19.5  17.7  19.1  100.0 (27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6 23.5  17.6  17.6  11.8  11.8  100.0 ( 17)

고등학교  7.6 10.1  27.4  18.4  20.6  15.9  100.0 (277)
대학 이상  8.5  9.1  27.2  18.6  17.9  18.7  100.0 (683)

근로 여부 한다(취업)  8.7  8.5  26.1  18.8  19.3  18.7  100.0 (862)
14.03*

안한다(비취업)  5.1 15.2  34.1  18.1  14.5  13.0  100.0 (1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5 14.5  31.6  16.2  12.8  16.2  100.0 (117)

23.67
200~299만원  8.6  7.5  27.4  21.0  14.5  21.0  100.0 (186)
300~399만원  7.4 10.4  30.7  13.9  20.8  16.8  100.0 (202)
400~499만원  9.7 13.0  21.4  20.8  18.2  16.9  100.0 (154)
500만원 이상  8.4  7.5  23.9  24.3  18.6  17.3  100.0 (226)

기혼자의

자녀 유무

있음  8.9 10.3  26.2  18.2  18.8  17.7  100.0 (661)
4.33

없음  0.0  9.5  28.6  19.0  21.4  21.4  100.0 ( 42)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5.4  8.8  21.8  23.0  19.2  21.8  100.0 (239)
16.70**

없음 11.4 11.2  28.1  15.1  18.2  16.1  100.0 (385)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703명이 분석 대상이고, 미취학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6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미취학 자녀 유무별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

단은 월평균 임 의 40% 수 은 5.4%로 상당히 낮았고, 41%～60% 

미만은 30.6%로 체보다 다소 낮았으며, 60%～80% 미만은 42.2%

고, 80% 이상은 체보다 다소 높았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은 월

평균 임 의 40% 수 과 41%～60% 미만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 

보다 높았고, 60%～80% 미만과 80% 이상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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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낮았다. 육아휴직 여의 최소한의 범 로 월평균 임 의 41～

80% 이상을 희망하는 범 는 자녀가 있는 집단은 94.6%, 자녀가 없는 

집단은 88.6%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이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

보다 육아휴직 여의 상승 욕구가 훨씬 높았다.

제5절 탄력근무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탄력근무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었으나, 통일된 기 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조직생산성 향상  공무원 

사기앙양을 한 유연근무제 운 지침｣이 생기면서 탄력근무제에 한 

정의는 보다 명확해졌다. 여기서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하 항목으

로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탄력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

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이 있다.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탄력 으로 선

택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직장 업무와 가사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계발이

나 여가시간 활용에 도움이 된다. 특히 탄력근무제는 어린자녀를 둔 근로

자의 욕구가 높고, 기업의 직 인 비용부담이 상 으로 어 향후 기

업에서 극 인 도입이 요구된다(유계숙 외, 2006)고 할 수 있다.

  1.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자들이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업

시간과 종업시간을 자신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침과 녁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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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해 사용하거나 출퇴근 시간의 시간 낭비와 혼잡비용을 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시차출퇴근제는 업무집 도를 높이고 

여가  자기개발 시간을 늘려  수 있는 장 이 있다(김안나 외, 2007). 

<표 6-11>에서 시차출퇴근제도의 인지 정도를 보면,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7.5%이고,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34.0%이

며,  모른다 48.5% 등으로 체의 51.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 다.  

시차출퇴근제의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상으로 사용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에서 7.8%

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한편 모든 조사 상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해서는 62.5%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의 특성별 시차출퇴근제 인지 정도를 비교하면,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교육수 별,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남자의 인지율이 56.5%로 여자의 인지율 46.3%보다 약 

10%p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45~49세의 인지율이 6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35~39세 52.0%, 30~34세 51.2%, 40~44세 49.6%, 25~29세 

40.5% 등으로 미혼율이 높은 20 의 인지율이 가장 낮았다. 결혼상태별

로는 기혼자의 인지율이 54.5%로 미혼자의 43.6%보다 약 10%p 더 높

았다. 학력별로는 학 이상의 인지율이 54.8%, 고등학교 45.1%, 학

교 이하 41.2% 등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더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400~499만원 59.7%, 500만원 이상 59.5% 등으로 400만

원 이상의 경우 인지율이 약 60%인데 비하여 300만원 이하의 경우 인

지율이 45% 이하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 시차출퇴근제의 이용경험률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

자가 7.9%로 여자 7.6%보다 약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45~49세 이

용경험율이 12.1%로 가장 높았고, 30~34세 8.7%, 35~39세 7.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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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자의 이용경험율이 8.4%로 미혼자의 5.8% 

보다 더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 시차출퇴근제의 향후 이용의향률을 비교하면, 7  역

시 지역, 여자, 연령이 을수록, 미혼일수록 더 높은 경향이고, 가구소득

별로는 199만원 이하가 58.1%로 가장 낮았고, 200만원 이상에서는 소득

이 을수록 더 높았다. 

〈표 6-11〉 시차출퇴근제 인지 정도 및 이용 경험률, 향후 이용 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인지 정도 이용 경험률1)

향후 

이용 

의향률

세부 

내용까지 

안다

명칭 

정도는

안다 

전혀 

모른다
  계  (명) χ2-test

경험

있음
(N)

전체 17.5 34.0 48.5 100.0 (1,000) 　  7.8 (515) 62.5 
지역 7대 광역시 18.0 35.3  46.7  100.0 (473)

1.15
 7.9 (252) 64.3 

9개 도지역 17.1 32.8  50.1  100.0 (527)  7.6 (263) 60.9 
성별 남자 19.3 37.2  43.6  100.0 (514)

10.26**
 7.9 (290) 59.7 

여자 15.6 30.7  53.7  100.0 (486)  7.6 (225) 65.4 
연령 25~29세 10.7 29.8  59.5  100.0 (168)

24.75**

 2.9 ( 68) 70.2 
30~34세 20.4 30.8  48.8  100.0 (201)  8.7 (103) 62.2 
35~39세 19.3 32.7  48.0  100.0 (202)  7.6 (105) 68.3 
40~44세 13.0 36.6  50.5  100.0 (216)  4.7 (107) 59.7 
45~49세 23.0 39.0  38.0  100.0 (213) 12.1 (132) 54.0 

결혼

상태
기혼 18.0 36.5  45.5  100.0 (723)

10.03**
 8.4 (394) 59.2 

미혼 16.2 27.4 56.3 100.0 (277)  5.8 (121) 71.1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5.9 35.3  58.8  100.0 ( 17)

12.17*
 0.0 (  7) 64.7 

고등학교 12.6 32.5  54.9  100.0 (277)  8.8 (125) 60.6 
대학 이상 20.2 34.6  45.2  100.0 (683)  7.5 (374) 63.7 

근로

여부
한다(취업) 18.2 34.0  47.8  100.0 (862)

2.46
 8.2 (450) 61.4 

안한다(비취업) 13.0 34.1  52.9  100.0 (138)  4.6 ( 65) 69.6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12.8 29.9  57.3  100.0 (117)

26.02**

 4.0 ( 50) 58.1 
200~299만원 13.4 30.1  56.5  100.0 (186)  8.6 ( 81) 66.7 
300~399만원 20.3 34.7  45.0  100.0 (202)  8.1 (111) 62.9 
400~499만원 17.5 42.2  40.3  100.0 (154)  9.8 ( 92) 62.3 
500만원 이상 26.1 33.2  40.7  100.0 (226)  5.2 (134) 61.9 

주: 1)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대상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제6장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173

  2. 근무시간 선택제

근무시간 선택제는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내에

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으로 조정하되(4~12시간)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표 6-12>에서 근무시간 선택제도의 인지 정도를 보면,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3.8%이었고,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33.8%,  모른다 52.4% 등으로 체의 47.6%만 알고 있다고 응답

하 다.  

근무시간 선택제의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

서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상으로 사용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에서 

5.9%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한편 모든 조사 상자에게 근무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해서는 65.9%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의 특성별 근무시간 선택제 인지 정도를 비교하면, 성별, 교육수

별, 근로여부별,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남자의 인지율이 53.9%로 여자의 40.9%에 비하여 13.0%p 더 높았고, 

학력별로는 학 이상의 인지율이 49.5%, 고등학교 44.7%, 학교 이하 

35.3% 등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더 높았다. 근로 여부별로

는 취업자의 인지율은 49.2%로 비취업자 37.7%보다 더 높고, 가구소득별

로는 500만원 이상 53.1%, 400~499만원 50.0%, 300~399만원 48.5%, 

200~299만원 46.7%, 199만원 이하 36.8% 등으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 근무시간 선택제의 이용경험률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가 7.5%로 남자 4.7%보다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30~34세 이용경

험율이 8.5%로 가장 높고, 45~49세 6.2%, 40~44세 5.9% 등이며, 결



174∙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혼상태별로는 기혼자의 이용경험율이 6.8%로 미혼자의 3.2% 보다 더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 근무시간 선택제의 향후 이용의향률을 비교하면, 지

역별로는 비슷한 수 이고, 여자, 연령이 을수록, 미혼일수록 더 높은 

경향이다.

〈표 6-12〉 근무시간 선택제 인지 정도 및 이용 경험률, 향후 이용 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인지 정도 이용 경험률1)

향후 

이용 

의향률

세부 

내용까지

안다

명칭 

정도는 

안다

전혀 

모른다
  계  (명) χ2-test

이용

경험

있음
(N)

전체 13.8 33.8 52.4 100.0 (1,000) 　 5.9 (476) 65.9 
지역 7대 광역시 12.9 35.3  51.8  100.0 (473)

1.20
6.6 (228) 66.0 

9개 도지역 14.6 32.4  52.9  100.0 (527) 5.2 (248) 65.8 
성별 남자 16.0 37.9  46.1  100.0 (514)

16.90***
4.7 (277) 60.9 

여자 11.5 29.4  59.1  100.0 (486) 7.5 (199) 71.2 
연령 25~29세  9.5 32.7  57.7  100.0 (168)

10.09

5.6 ( 71) 72.6 
30~34세 16.4 30.3  53.2  100.0 (201) 8.5 ( 94) 72.1 
35~39세 14.9 33.2  52.0  100.0 (202) 3.1 ( 97) 70.8 
40~44세 10.6 36.1  53.2  100.0 (216) 5.9 (101) 58.3 
45~49세 16.9 36.2  46.9  100.0 (213) 6.2 (113) 57.7 

결혼

상태

기혼 15.1 33.5  51.5  100.0 (723)
3.61

6.8 (351) 61.5 
미혼 10.5 34.7  54.9  100.0 (277) 3.2 (125) 77.3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5.9 29.4  64.7  100.0 ( 17)
9.70*

0.0 (  6) 70.6 
고등학교  9.0 35.7  55.2  100.0 (277) 6.5 (124) 63.2 
대학 이상 16.1 33.4  50.5  100.0 (683) 5.6 (338) 66.8 

근로 

여부

한다(취업) 14.5 34.7  50.8  100.0 (862)
6.68*

5.7 (424) 65.3 
안한다(비취업)  9.4 28.3  62.3  100.0 (138) 7.7 ( 52) 69.6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7.7 29.1  63.2  100.0 (117)

28.76***

2.3 ( 43) 66.7 
200~299만원 11.8 34.9  53.2  100.0 (186) 6.9 ( 87) 63.4 
300~399만원 15.8 32.7  51.5  100.0 (202) 4.1 ( 98) 67.3 
400~499만원 9.1 40.9  50.0  100.0 (154) 9.1 ( 77) 64.9 
500만원 이상 23.5 29.6  46.9  100.0 (226) 5.0 (120) 67.7 

주: 1)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대상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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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약근무제

집약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집 인 근무(1일 

4~12시간)로 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는 것(주 3.5~4일 근무)이다. 즉, 1

일 8시간을 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

는 제도이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에서 근무시간제와 기본 개념

은 동일하나 주 40시간을 5일 미만 근무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표 6-13>에서 집약근무제도의 인지 정도를 보면,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9%,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18.2%이며, 

 모른다 72.9% 등으로 인지율은 27.1%로 매우 낮은 수 이었다.  

집약근무제의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

고 있다는 응답자를 상으로 사용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에서 4.1%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한편 모든 조사 상자에게 집약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

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해서는 57.2%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의 특성별 집약근무제 인지 정도를 비교하면, 성별, 교육수 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남자의 인지율이 31.7%로 

여자의 인지율 22.2%보다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 이상의 인지율이 

29.2%, 고등학교 22.8%, 학교 이하 17.7% 등으로 교육수 이 높을

수록 인지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 집약근무제의 이용경험률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가 5.6%

로 남자 3.1%보다 2.5%p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45~49세 이용경험율이 7.3%

로 가장 높았고, 30~34세 5.6%, 25~29세 5.3% 등으로 일정한 경향성은 없었다. 

응답자의 특성별 집약근무제의 향후 이용의향률을 비교하면, 7  역

시 지역, 여자, 연령이 을수록, 미혼, 교육수 이 높을수록, 취업자일수

록 더 높은 경향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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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집약근무제 인지 정도 및 이용 경험률, 향후 이용 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인지 정도 이용 경험률1)

향후 

이용 

의향률

세부 

내용까지 

안다

명칭 

정도는 

안다

전혀 

모른다
계 (명) χ2-test

이용

경험

있음
(N)

전체 8.9 18.2 72.9 100.0 (1,000) 　 4.1 (271) 57.2 

지역 7대 광역시 9.3 17.3  73.4  100.0 (473)
0.56

3.2 (126) 57.7 
9개 도지역 8.5 19.0  72.5  100.0 (527) 4.8 (145) 56.7 

성별 남자 10.9 20.8  68.3  100.0 (514)
11.80**

3.1 (163) 54.9 
여자 6.8 15.4  77.8  100.0 (486) 5.6 (108) 59.7 

연령 25~29세 7.1 15.5  77.4  100.0 (168)

10.04

5.3 ( 38) 66.7 
30~34세 11.4 15.4  73.1  100.0 (201) 5.6 ( 54) 64.7 
35~39세 10.9 20.8  68.3  100.0 (202) 1.6 ( 64) 60.4 
40~44세 6.0 21.8  72.2  100.0 (216) 1.7 ( 60) 47.7 
45~49세 8.9 16.9  74.2  100.0 (213) 7.3 ( 55) 49.3 

결혼

상태

기혼 9.3 18.7  72.1  100.0 (723)
0.967

4.0 (202) 53.1 
미혼 7.9 17.0  75.1  100.0 (277) 4.3 ( 69) 67.9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5.9 11.8  82.4  100.0 ( 17)
10.45*

0.0 (  3) 52.9 
고등학교 4.7 18.1  77.3  100.0 (277) 1.6 ( 63) 54.5 
대학 이상 11.0 18.2  70.9  100.0 (683) 5.0 (199) 58.6 

근로 

여부

한다(취업) 9.5 18.4  72.0  100.0 (862)
3.47

4.1 (241) 57.3 
안한다(비취업) 5.1 16.7  78.3  100.0 (138) 3.3 ( 30) 56.5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6.0 14.5  79.5  100.0 (117)

10.94

0.0 ( 24) 60.7 
200~299만원 7.0 22.0  71.0  100.0 (186) 5.6 ( 54) 57.5 
300~399만원 10.9 16.8  72.3  100.0 (202) 3.6 ( 56) 57.4 
400~499만원 7.8 18.2  74.0  100.0 (154) 7.5 ( 40) 59.7 
500만원 이상 13.3 17.7  69.0  100.0 (226) 2.9 ( 70) 55.8 

주: 1)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대상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재량근무제

재량근무제는 출퇴근 없이 과업의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제

도로서 고도의 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

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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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에서 재량근무제의 인지 정도를 보면, 세부 내용까지 잘 알

고 있다는 응답이 11.8% 고,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21.0%, 

 모른다 67.2% 등으로 체의 약 1/3정도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 다.  

재량근무제의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

고 있다는 응답자를 상으로 사용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에서 5.2%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한편 모든 조사 상자에게 재량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

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해서는 57.8%가 정 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의 특성별 재량근무제 인지 정도를 비교하면, 성별, 교육수 별,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남자의 인지율이 

34.8%로 여자의 인지율 30.6%보다 조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 

이상의 인지율이 35.1%, 고등학교 28.1%, 학교 이하 23.5% 등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43.8%, 400~499만원 36.4%, 300~399만원 32.6%, 200~299만원 

27.9%, 199만원 이하 27.4% 등으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 재량근무제의 이용경험률을 비교하면, 7  역시가 

8.0%로 9개 도지역 2.4% 보다 더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5.6%로 여

자 4.7%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5~49세 이용경험율이 9.6%

로 가장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자의 이용경험율이 5.6%로 미혼자의 

3.8% 보다 약간 더 높았다. 비취업자(7.5%)가 취업자(4.9%)보다 더 높았

고, 교육수 이 높을수록, 300만원 이상의 소득일 때 더 높은 경향성을 

보 다.

응답자의 특성별 재량근무제의 향후 이용의향률을 비교하면, 7  역

시 지역, 여자, 연령이 을수록, 미혼, 비취업자일수록 더 높은 경향이고, 

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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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재량근무제 인지 정도 및 이용 경험률, 향후 이용 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인지 정도 이용 경험률1)

향후 

이용 

의향률

세부 

내용까지 

안다

명칭 

정도는 

안다

전혀 

모른다
계 (명) χ2-test

이용

경험

있음
(N)

전체 11.8 21.0 67.2 100.0 (1,000) 　 5.2 (328) 57.8 
지역 7대 광역시 12.7 21.6  65.8  100.0 (473)

1.013
8.0 (162) 59.0 

9개 도지역 11.0 20.5  68.5  100.0 (527) 2.4 (166) 56.7 
성별 남자 15.0 19.8  65.2  100.0 (514)

10.34**
5.6 (179) 53.3 

여자 8.4 22.2  69.3  100.0 (486) 4.7 (149) 62.6 
연령 25~29세 10.7 15.5  73.8  100.0 (168)

15.20

6.8 ( 44) 63.7 
30~34세 12.9 18.4  68.7  100.0 (201) 4.8 ( 63) 61.2 
35~39세 12.4 21.3  66.3  100.0 (202) 2.9 ( 68) 60.4 
40~44세  8.3 28.7  63.0  100.0 (216) 2.5 ( 80) 52.3 
45~49세 14.6 19.7  65.7  100.0 (213) 9.6 ( 73) 53.1 

결혼

상태

기혼 12.0 22.3  65.7  100.0 (723)
3.00

5.6 (248) 55.6 
미혼 11.2 17.7  71.1  100.0 (277) 3.8 ( 80) 63.5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5.9 17.6  76.5  100.0 ( 17)
13.61**

0.0 (  4) 58.8 
고등학교  6.1 22.0  71.8  100.0 (277) 1.3 ( 78) 54.5 
(대학 이상 14.3 20.8  64.9  100.0 (683) 6.3 (240) 59.0 

근로

여부

한다(취업) 12.5 20.9  66.6  100.0 (862)
3.20

4.9 (288) 57.0 
안한다(비취업)  7.2 21.7  71.0  100.0 (138) 7.5 ( 40) 63.0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7.7 19.7  72.6  100.0 (117)

26.11**

3.1 ( 32) 56.4 
200~299만원 11.8 16.1  72.0  100.0 (186) 1.9 ( 52) 56.5 
300~399만원 15.3 17.3  67.3  100.0 (202) 6.1 ( 66) 60.4 
400~499만원  7.8 28.6  63.6  100.0 (154) 7.1 ( 56) 61.7 
500만원 이상 17.7 26.1  56.2  100.0 (226) 6.1 ( 99) 57.5 

주: 1)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대상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출산과·양육에 있어 탄력근무제 인지율 및 선호도 

탄력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

제 등의 네 가지 인지정도를 비교하면, 시차출퇴근제 인지율이 5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근무시간 선택제 47.6%, 재량근무제 32.8%, 집약

근무제 27.1% 등으로 조사 상자의 연령이 25~49세 연령층임에도 그 

인지율은 매우 낮은 수 이다(그림 6-1 참조). 한 만약 탄력근무제도



제6장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179

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비교하면, 근

무시간 선택제 이용의향율이 6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시차출퇴근

제 62.5%, 재량근무제 57.8%, 집약근무제 57.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탄력근무제도에 대한 인지율 및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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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까지 안다 명칭정도는 안다 향후이용의향

주: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한편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네 가

지 탄력근무제도 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

인지에 하여 근무시간선택제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은 재량근무제 32.0%, 시차출퇴근제 19.7%, 집약근무제 7.4%, 기타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15 참조). 

응답자의 특성별 탄력근무제도의 선호도를 비교하면, 성별, 연령별, 교

육수 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성별로는 여자(38.7%, 34.0%)

가 남자(35.2%, 30.2%)에 비하여 근무시간선택제와 재량근무제를 각각 

상 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남자의 경우 집약근무제(8.9%)를 

여자(5.8%)에 비하여 상 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타연령과 비교하면 35~39세는 시차출퇴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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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5~29세는 근무시간선택제(40.5%)와 집약근무제(11.3%), 45~49

세는 재량근무제(37.1%)를 각각 상 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교육수 별로는 학교 이하는 근무시간 선택제(70.6%), 고등학교는 재

량근무제(37.5%), 학 이상은 근무시간 선택제(37.3%)를 가장 필요하다

고 응답하 다. 

〈표 6-15〉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탄력근무제

(단위: %. 명)

　 　구분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 

근무제

재량 

근무제
기타    계  (명) χ2-test

전체 19.7 36.9 7.4 32.0 4.0 100.0 (1,000) 　

지역 7대 광역시 19.0 34.9  7.2  34.9  4.0  100.0 (473)
3.58

9개 도지역 20.3 38.7  7.6  29.4  4.0  100.0 (527)
성별 남자 19.6 35.2  8.9  30.2  6.0  100.0 (514)

16.28**
여자 19.8 38.7  5.8  34.0  1.9  100.0 (486)

연령 25~29세 21.4 40.5  11.3  23.8  3.0  100.0 (168)

33.07**
30~34세 18.4 36.8  9.0  33.3  2.5  100.0 (201)
35~39세 27.2 33.7  5.0  31.2  3.0  100.0 (202)
40~44세 18.1 38.9  3.7  32.9  6.5  100.0 (216)
45~49세 14.1 35.2  8.9  37.1  4.7  100.0 (213)

결혼

상태

기혼 19.5 36.2  6.6  32.9  4.7  100.0 (723)
6.31

미혼 20.2 38.6  9.4  29.6  2.2  100.0 (277)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0.0 70.6  0.0  23.5  5.9  100.0 ( 17)
17.92*고등학교 19.5 34.3  5.1  37.5  3.6  100.0 (277)

대학 이상 20.2 37.3  8.5  29.9  4.1  100.0 (683)
근로 

여부

한다(취업) 20.1 36.5  7.5  31.6  4.3  100.0 (862)
2.54

안한다(비취업) 17.4 39.1  6.5  34.8  2.2  100.0 (138)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14.5 41.0  6.8  33.3  4.3  100.0 (117)

20.50
200~299만원 26.9 39.8  7.5  23.7  2.2  100.0 (186)
300~399만원 17.3 36.6  6.9  36.1  3.0  100.0 (202)
400~499만원 23.4 30.5  6.5  37.7  1.9  100.0 (154)
500만원 이상 16.8 37.2  8.0  35.4  2.7  100.0 (226)

주: 1)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거나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대상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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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부모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재 육아휴직 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지 되

기 때문에 소규모 세업종 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제외되어 모든 국

민을 포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부

모보험제도 도입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모보험은 사회보험

과 같이 고용주, 근로자, 자 업자 등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 의 보

험료를 걷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여 등 한 수 의 출산‧양육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 에서는 일반국민을 상으로 출산  양육 친화  사회환경 개선

을 하여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보험료 부담방식, 본인의 보험료 

부담에 한 찬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고자 하 다. 

우리나라의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이 11.1%, 필요하다 60.0%, 필요하지 않다 23.4%,  필요하지 않다 

5.5% 등으로 응답하여 71.1%는 정 인 태도를 보 고, 28.9%는 부

정 인 견해를 보 다(표 6-16 참조).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비교하면, 지역별, 성별, 

근로여부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지역별로는 9개 도지역의 경

우 정 인 비율이 74.0%로 7  역시의 67.9%보다 조  더 높은 

수 이었다. 성별  취업여부별로 정 인 태도는 거의 같은 수 이었

고, 남자  취업자는  필요하진 않은 강한 부정의 비율이 상 으

로 각각 조  더 높은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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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우리나라에서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명)
4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11.1 60.0 23.4  5.5 100.0 (941) 2.23 　

지역 7대 광역시  9.0 58.9 25.4  6.7  100.0 (445) 2.30  7.17
(2.65)**9개 도지역 12.9 61.1 21.6  4.4  100.0 (496) 2.18  

성별 남자 10.4 60.8 21.2  7.7 100.0 (482) 2.26  10.85*
(1.21)여자 11.8 59.3 25.7  3.3 100.0 (459) 2.20  

연령 25~29세  9.9 64.2 20.4  5.6 100.0 (162) 2.22  

19.98
(1.16)

30~34세  9.4 69.1 18.3  3.1 100.0 (191) 2.15  
35~39세 12.2 51.9 30.7  5.3 100.0 (189) 2.29  
40~44세 10.6 61.1 23.2  5.1 100.0 (198) 2.23  
45~49세 12.9 54.7 23.9  8.5 100.0 (201) 2.28  

결혼

상태

기혼 11.1 58.1 25.1  5.6 100.0 (676) 2.25  4.71
(1.34)미혼 10.9 64.9 18.9  5.3 100.0 (265) 2.18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12.5 56.3 18.8 12.5 100.0 ( 16) 2.31  
10.748
(3.00)고등학교 14.6 59.2 23.5  2.7 100.0 (260) 2.14  

대학 이상  9.6 60.4 23.4  6.5 100.0 (644) 2.27  
근로

여부

한다(취업) 10.6 60.4 22.6  6.4 100.0 (813) 2.25  10.95*
(1.75)안한다(비취업) 14.1 57.8 28.1  0.0 100.0 (128) 2.14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13.8 61.5 19.3  5.5 100.0 (109) 2.17  

5.34
(0.41)

200~299만원  9.6 63.3 22.6  4.5 100.0 (177) 2.22  
300~399만원 12.6 56.5 24.6  6.3 100.0 (191) 2.25  
400~499만원 11.6 60.5 23.1  4.8 100.0 (147) 2.21  
500만원 이상 12.4 55.0 26.1  6.4 100.0 (218) 2.27  

주: 1) 각 항목별 모르겠다,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4점 평균 점수는 ① 매우 필요하다~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평균 점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더 긍정적임.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부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요한 이유

로는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육아휴직 여를 제공하

면 되기 때문으로 27.6%이며, 보험료는 지출되지만 부모보험에서 제공

되는 육아휴직 여 등이 나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21.7%, 충분한 

수 의 여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14.3% 등의 순이었다. 지

역별로는 7  역시의 경우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라는 응답이, 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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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나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상 으로 더 

높은 수 이었다(표 6-17 참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충분한 수 의 여가 제공 되지 않을 것이라

는 이유가, 여자의 경우 나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상

으로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을수록 기존제도의 개선이라

는 응답이 체로 더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나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6-17〉 부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보험료 

부담

충분한 

수준의 

급여 

미제공

나에게 

혜택이 

없음

기존 

제도의 

개선

기타     계  (명) χ2-test

전체 27.9 14.3 21.7 27.6  8.5 100.0  (272) 　

지역 7대 광역시 28.7 16.8  19.6  29.4   5.6  100.0  (143)
5.21

9개 도지역 27.1 11.6  24.0  25.6  11.6  100.0  (129)
성별 남자 26.6 17.3  19.4  27.3   9.4  100.0  (139)

2.83
여자 29.3 11.3  24.1  27.8   7.5  100.0  (133)

연령 25~29세 26.2 16.7  14.3  35.7   7.1  100.0  ( 42)

16.83
30~34세 24.4 17.1  14.6  39.0   4.9  100.0  ( 41)
35~39세 30.9 14.7  17.6  23.5  13.2  100.0  ( 68)
40~44세 23.2 10.7  33.9  26.8   5.4  100.0  ( 56)
45~49세 32.3 13.8  24.6  20.0   9.2  100.0  ( 65)

결혼

상태

기혼 27.9 13.0  23.6  27.4   8.2  100.0  (208)
2.65

미혼 28.1 18.8  15.6  28.1   9.4  100.0  ( 64)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40.0  0.0  20.0  40.0   0.0  100.0  (  5)
12.29고등학교 25.0 14.7  32.4  16.2  11.8  100.0  ( 68)

대학 이상 27.5 15.0  18.1  32.1   7.3  100.0  (193)
근로

여부

한다(취업) 28.8 14.8  21.2  27.1   8.1  100.0  (236)
1.48

안한다(비취업) 22.2 11.1  25.0  30.6  11.1  100.0  ( 36)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37.0 11.1  25.9  14.8  11.1  100.0  ( 27)

21.23
200~299만원 20.8 25.0  22.9  18.8  12.5  100.0  ( 48)
300~399만원 25.4 20.3  16.9  33.9   3.4  100.0  ( 59)
400~499만원 26.8 12.2  22.0  36.6   2.4  100.0  ( 41)
500만원 이상 28.2  8.5  19.7  29.6  14.1  100.0  ( 71)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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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에서 만약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보험료 부담을 어떻

게 해야하는지에 하여 살펴보면, 사업주·근로자·국가가 모두 일정수

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0.2%, 국가가 액 부담해야 한다 14.0%, 사업

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8.3%, 국가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3.9%, 사업주가 액 부담해야 한다 3.4%, 근로자가 액 부담해야 한다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보험제도 보험료 부담 방식을 비교하면, 성별, 

연령별, 근로여부별, 소득수 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성별로

는 여자의 경우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24.3%로 남

자의 16.3% 보다 상 으로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을수록 

국가가 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사업주·

근로자·국가가 모두 일정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근로

여부별로는 취업자는 국가 액 부담이라는 응답이 비취업자 보다 더 

높고, 비취업자는 사업주와 국가부담 는 사업주·근로자·국가 모두 일정

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취업자보다 각각 상 으로 더 높은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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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부모보험제도 도입시 보험료 부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전액 

부담

국가 

전액 

부담

사업주+ 

근로자

부담

사업주+ 

국가

부담

국가와 

근로자

부담

사업주+ 

근로자+ 

국가

계 (명) χ2-test

전체 3.4 1.6 14.0  8.3 20.2 3.9 48.6 100.0 (1,000) 　

지역 7대 광역시 4.4 1.5  12.9   8.2  21.4  4.0  47.6  100.0 (473)
4.54

9개 도지역 2.5 1.7  15.0   8.3  19.2  3.8  49.5  100.0 (527)
성별 남자 4.5 2.1  15.0   9.5  16.3  3.5  49.0  100.0 (514)

16.45*
여자 2.3 1.0  13.0   7.0  24.3  4.3  48.1  100.0 (486)

연령 25~29세 6.5 0.6  22.0   7.7  14.9  4.2  44.0  100.0 (168)

56.58***
30~34세 2.5 1.5  13.4   6.0  25.9  4.0  46.8  100.0 (201)
35~39세 3.5 0.5  14.4   5.0  26.2  1.5  49.0  100.0 (202)
40~44세 2.8 1.4  11.1  10.2  16.2  3.2  55.1  100.0 (216)
45~49세 2.3 3.8  10.8  12.2  17.4  6.6  46.9  100.0 (213)

결혼

상태

기혼 2.6 1.8  13.8   8.6  20.2  3.9  49.1  100.0 (723)
5.65

미혼 5.4 1.1  14.4   7.6  20.2  4.0  47.3  100.0 (277)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5.9 0.0   5.9  23.5  17.6  0.0  47.1  100.0 (17)
15.31고등학교 2.9 1.1  10.8   9.7  20.2  5.8  49.5  100.0 (277)

대학 이상 3.5 1.9  14.9   7.5  20.1  3.1  49.0  100.0 (683)
근로 

여부

한다(취업) 3.6 1.4  15.2   8.1  19.4  4.3  48.0  100.0 (862)
14.03*

안한다(비취업) 2.2 2.9   6.5   9.4  25.4  1.4  52.2  100.0 (138)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3.4 0.9  11.1  16.2  24.8  0.0  43.6  100.0 (117)

40.30*
200~299만원 3.8 1.6  18.8   8.6  17.2  2.7  47.3  100.0 (186)
300~399만원 5.0 0.0  12.4   6.4  20.8  5.0  50.5  100.0 (202)
400~499만원 4.5 0.6   9.7   7.8  18.2  3.9  55.2  100.0 (154)
500만원 이상 1.3 3.1  13.7   8.4  20.8  5.3  47.3  100.0 (226)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표 6-19>에서 만약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본인의 보험료 부담

에 해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보면, 매우 찬성한다 5.6%, 찬성한다 

61.8%, 찬성하지 않는다 24.5%,  찬성하지 않는다 8.1% 등으로 

67.4%는 정 으로 응답하 다.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보험제도 도입시 본인의 보험료 부담에 한 태

도를 비교하면 결혼상태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미혼자의 찬

성율이 75.1%로 기혼자의 64.6%보다 약 10%p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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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도지역 거주자의 찬성율이 더 높았고, 남자, 연령이 을

수록, 학력수 이 낮을수록 부모보험제도 도입시 본인의 보험료 부담에 

하여 체로 더 정 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성

이 없었다. 

 

〈표 6-19〉 부모보험제도 도입시 본인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한다

찬성

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계 (명)

4점

평균

(R)

 χ2-test
(T-test/ 

F-test)

전체  5.6 61.8 24.5  8.1 100.0 (1,000) 2.35 　

지역 7대 광역시  4.7 60.7  26.2   8.5  100.0 (473) 2.38  2.85
(1.43)9개 도지역  6.5 62.8  23.0   7.8  100.0 (527) 2.32  

성별 남자  6.4 63.4  21.2   8.9  100.0 (514) 2.33  7.35
(-1.11)여자  4.7 60.1  28.0   7.2  100.0 (486) 2.38  

연령 25~29세  4.2 69.0  22.6   4.2  100.0 (168) 2.27  

19.12
(2.32)

30~34세  8.0 63.7  22.9   5.5  100.0 (201) 2.26  
35~39세  4.0 59.9  28.2   7.9  100.0 (202) 2.40  
40~44세  6.0 58.3  26.4   9.3  100.0 (216) 2.39  
45~49세  5.6 59.6  22.1  12.7  100.0 (213) 2.42  

결혼

상태

기혼  5.1 59.3  25.6  10.0  100.0 (723) 2.40  16.04**
(4.17***)미혼  6.9 68.2  21.7   3.2  100.0 (277) 2.21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11.8 64.7  17.6   5.9  100.0 (17) 2.18  

(0.52)고등학교  6.1 62.5  22.4   9.0  100.0 (277) 2.34  
대학 이상  5.4 61.8  24.9   7.9  100.0 (683) 2.35  

근로 

여부

한다(취업)  5.6 62.3  23.8   8.4  100.0 (862) 2.35  2.07
(0.51)안한다(비취업)  5.8 58.7  29.0   6.5  100.0 (138) 2.36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6.0 65.8  20.5   7.7  100.0 (117) 2.30  

8.32
(0.56)

200~299만원  6.5 59.1  28.5   5.9  100.0 (186) 2.34  
300~399만원  5.4 59.9  23.3  11.4  100.0 (202) 2.41  
400~499만원  4.5 64.9  22.1   8.4  100.0 (154) 2.34  
500만원 이상  7.1 62.4  22.1   8.4  100.0 (226) 2.32  

주: 1)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4점 평균 점수는 ① 매우 찬성한다~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의 평균 점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더 긍정적임.
   3) * p<0.05,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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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25∼49세 남녀 1,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출산과 양

육 친화  직장환경에 한 국민인식｣ 화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산‧양육 친화적 근로환경의 개선 및 지원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해 불가능

하다는 부정 인 태도(58.7%)가 가능하다는 정 인 태도(12.2%)보다 

약 5배 높았다.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부정 인 직장문화‧분 기,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의 미흡 한 

출산과 육아휴직에 의한 경력단 과 재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 ‧제도  

요인 등이 복합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제도  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을 시사한다.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와 경제활동이 증 되면서 맞벌이 가족이 보편  부양모델로 자리잡아가

는 추세이다. 속하게 진행되는 출산‧고령화시 에 사회 ‧제도  환

경의 가족친화  근은 여성의 고용  출산력 제고 측면에서 요한 

해결방안으로 두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 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해 사회 반 으로 인식이 확  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과 근로자 양면

에서 극 인 실천의지와 함께 정책모색을 통해 제도수용성이 고취되어



190∙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야 할 것이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그리고 기혼이 미혼보다 부정 인 태도가 높았

으며, 그 주된 이유도 출산과 육아휴직에 의한 경력단   재취업 어려

움, 직장문화‧분 기와 지원제도 미흡 등을 지 하여 재 근로환경을 

잘 반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일, 출산‧양육과 일의 욕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실 인 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및 활용도 제고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인 출산 ‧후휴가를 제외한 육아휴직제도와 

이에 따른 육아휴직 여 한 인지도는 69.5%로 체 응답자의 2/3을 

상회하나 그 에서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15.0%에 불과하 고, 명

칭정도 들어서 알고 있다는 54.5%로 동 제도에 한 인지도가 상당히 

조하 다. 특히 25～29세 연령층, 미혼자, 학력층  소득층, 미

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등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제도와의 

련성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며 은 연령층, 미혼집단,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 등은 향후 동 제도와 직 인 련이 높은 집단으로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정책수용을 제고하기 한 각종 제도  장치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기혼자  육아휴직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상자의 경우 동 제

도의 사용경험률은 10.3%에 불과하여 10명  1명만이 동 제도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육아휴직제도의 사용경험자들  68.5%는 육

아휴직기간으로 1년 미만을 사용하여 법정 보장기간인 1년을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 다.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고용보장과 모성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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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 으로 명시된 제도임에도 사용률과 사용기간 측면에서 근성과 

수용성이 조하여 제도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자,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육아휴직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이들 정책수요가 높은 집단을 상으로 극  홍보 교

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출산을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53.0%)는 사용

할 의향이 없다(13.3%)에 비해서 약 4배 높아서 동 제도에 한 욕구가 

높았다. 특히 정책수요가 높은 30  연령층, 근로자  미취학자녀가 있

는 집단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정 인 태도가 높아서 이들 정책수요

가 높은 집단을 상으로 제도수용을 제고하기 한 정책  노력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된 이유는 직장문화  분 기

와 육아휴직 여의 비 실성, 직장복귀의 어려움 등 사회 ‧제도  요인 

등이 복합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해 

사회 ‧제도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한 다각 인 정책  노력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일환으로 부정 인 직장문화‧분 기 개선과 함께 육

아휴직 여의 실화, 여성출산시기의 경력단  상을 제거하기 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활한 육아를 해 월평균 임  비 육아휴직 여의 최소한의 범

를 살펴본 결과,  수 인 40%를 희망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

하 고 나머지 90% 이상이  수 에서 월평균 임  비 41～80% 

이상까지 상승되기를 희망하 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 여 수 의 비

실성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으로 지속 으로 지 되는 부분으로 정책

수요자의 욕구와 타 정책과의 우선순  등을 검토하여 실성 있는 수

으로 개선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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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력근무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본 연구에서 탄력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

제, 재량근무제 등의 인지율을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 인지율은 51.5%

로, 근무시간 선택제 47.6%, 집약근무제 27.1%, 재량근무제 32.8% 등

으로 인지율이 체로 낮은 수 이었다. 

한 각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상자의 이용경험률을 보면, 시차

출퇴근제 이용경험률은 7.8%, 근무시간 선택제 5.9%, 집약근무제 4.1%, 

재량근무제 5.2% 등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에 해

서는 근무시간 선택제 이용의향율이 65.9%, 시차출퇴근제 62.5%, 집약

근무제 57.2%, 재량근무제 57.8% 등으로 50% 이상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고, 네 가지 탄력근무제도 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제도는 근무시간 선택제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2012년 3월 기  임 근로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

근로자는 13.5%로 매우 낮은 수 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

근로자를 세부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근로제 59.6%, 출퇴근시간 자율제 

17.2%, 선택  근로시간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따라서 출산과 양육 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한 탄력근무제 활

용에 있어 근로자들이 소극  수혜자에서 극  제도의 사용자로 변화

할 수 있는 련 제도에 한 정보 제공  홍보교육을 확 하고, 실질

으로 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행이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기 

해서는 기업의 자발 인 참여  기업 문화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새로

운 직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고용형태 개선 등을 한 정부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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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부모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하여, 매우 필요하다 11.1%, 필요하다 

60.0%, 필요하지 않다 23.4%,  필요하지 않다 5.6% 등으로 71.1%

는 정 인 태도를 보 다. 한편 부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27.9%), 기존의 고용보험제도 개선(27.6%)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 만약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보험료 부담 방식으로는 사업주·

근로자·국가가 모두 일정수 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0.2% 등의 순이었고, 

한 본인의 보험료 부담에 하여 67.4%는 정 으로 응답하 다.   

재 출산  양육을 한 휴가휴직제도가 고용보험(실업 여)에 의해 

운 됨에 따라 소규모 세업종 종사자, 비정규직, 자 업자 등 범 한 

사각지 가 발생하고, 여수 이 낮음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한

계 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련 출산 후휴

가  육아휴직 상자의 확 (보편화)와 여수 의 실화를 한 부모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제도 도입

에 한 정 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 인 제도의 형태, 타 제도와의 계  보험료 부

담 방식, 여수 , 상자 등에 해서도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미 고용보험에서 공식 인 여의 형태로 존재하고 신규 제도의 도

입에 한 사회  공감  형성(보험료 부담 등)을 한 추가 인 노력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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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표 Ⅰ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40~64세)의 의견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380-8355)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성 만 연령

거주 지역                       시․도

응 답 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만 연령:          세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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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한국사회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노후에 대해 신체적 측면, 심

리적 측면, 가족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교류 측면의 5가지 영역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귀하께서는 본인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① 매우 많이 생각해 보았다         □② 약간 생각해 보았다              

  □③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다         □④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2. 다음은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신체적인 측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이 1) 노년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을 5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2-1. 중요성 2-2. 현재 수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⑴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⑵ 신체적 기능의 유지

   (일상생활수행 기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⑶ 인지적 기능의 유지

   (기억력, 계산 기능, 

   치매증상이 없는 것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⑷ 운동‧금연‧절주‧식습관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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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심리적인 측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이 1) 노년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을 5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3-1. 중요성 3-2. 현재 수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⑵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⑶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⑷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가족적인 측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이 1) 노년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을 5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질문하지 않는다)

구분 

4-1. 중요성 4-2. 현재 수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⑴ 부부가 건강한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⑵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⑶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① □② □③ □④ □⑤ 

⑷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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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이 1) 노년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을 5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5-1. 중요성 5-2. 현재 수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⑵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사회적 교류의 측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이 1) 노년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을 5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질문하지 않는다)

구분 

6-1. 중요성 6-2. 현재 수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⑴ 경제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⑵ 동창회 등 각종 친목

   모임에서의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⑶ 여가 및 취미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⑷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신체적, 심리적, 가족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의 5가지 측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신체적 측면       □② 심리적 측면             □③ 가족적 측면

   □④ 경제적 측면       □⑤ 사회적 교류 측면 

   1순위: ______,            2순위: ______,                  3순위: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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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께서는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 가족,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⑴ 개인 □① □② □③ □④ □⑤ 

⑵ 가족 □① □② □③ □④ □⑤ 

⑶ 국가  □① □② □③ □④ □⑤ 

9. 귀하께서는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⑴ 첫 번째: ______            ⑵ 두 번째: ______         ⑶ 세 번째: ______ 

   □①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사업              □② 심리·정서지원 사업    

   □③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 강화 사업         □④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 

   □⑤ 일자리 제공,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  

   □⑥ 취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⑦ 기타(                 )

응답자 일반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유배우자(동거)    □② 사별‧이혼․별거   □③ 미혼 →(질문 11번으로 가시오)

   10-1. 귀하의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자녀수: ___________명

11. 동년배의 다른 분들에 비하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이십니까?

   □① 매우 좋은 편이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쁜 편이다 

12.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한다(근로자)                 □② 안한다(비근로자) 

1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①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대학교/대학원 포함)

14.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⑨ 잘 모르겠다

        

☞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조사표 Ⅱ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25~49세)의 의견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380-8355)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성 만 연령

거주 지역                       시․도

응 답 자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만연령:            세

 ∙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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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2011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저출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중 직장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의 측면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 ④‧⑤번 응답자는 질문 1-1번으로, ①‧②‧③‧⑥번 응답자는 질문 2번으로 가시오)

  1-1.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출산‧양육과 일을 같이 해 나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직장보육시설의 부족  

     □② 출산 및 육아휴직에 의한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③ 직장에서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미흡해서   

     □④ 출산‧양육과 일을 같이 해 나가기 어려운 직장문화와 분위기 때문에

     □⑤ 업무과다와 장시간 근로 

     □⑥ 기타(                                        )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남녀)가 직장에 1년 이내의 육아휴

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시, 고용보험에서 월평균 임금의 4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

를 매월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50만원보다 낮을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 귀하께서는 출산전‧후휴가 외에 육아휴직제도와 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세부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② 명칭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질문 3번으로 가시오)



212∙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2-1.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해당(미혼자) 
    (※ ①번 응답자는 질문 2-2번으로, ②‧③번 응답자는 질문 3번으로 가시오)

  2-2. 육아휴직을 얼마 동안 사용하셨습니까?(출산전후휴가 제외) 

                                           년  개월

3. 귀하 혹은 귀하의 배우자가 향후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출산계획 없음  

   (※ ①․③번 응답자는 질문 4번으로, ②번 응답자는 질문 3-1번으로 가시오)

  3-1.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②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③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 

    □④ 직장 문화 및 분위기 상 눈치가 보여서 

    □⑤ 기타(                                             )

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원활한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급여는 월평균 임금의 최소한 

   몇 %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제공되는 40% 수준             □② 40% 이상 ~ 50% 미만

  □③ 50% 이상 ~ 60% 미만              □④ 60% 이상 ~ 70% 미만

  □⑤ 70% 이상 ~ 80% 미만              □⑥ 80% 이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탄력근무제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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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부터 탄력근무제의 4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4가지 탄력근무제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는 이 제도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분 5-1. 인지 여부
5-2. 

사용 경험 여부
(현재까지)

5-3. 
향후 이용 의향

(전체응답자)

⑴ 시차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①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

□②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 (질문 5-3번으로)

⑵ 근무시간 선택제는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되(4~12시간) 주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①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

□②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 (질문 5-3번으로)

⑶ 집약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집중적인 근무(1일 4~12시간)로 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는 것(주 3.5~4일 근무)입니다. 

□①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

□②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모른다 → (질문 5-3번으로)

⑷ 재량근무제는 출퇴근 없이 과업의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①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

□② 명칭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 (질문 5-3번으로)

6. 귀하께서는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탄력근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차출퇴근제           □② 근로시간 선택제        □③ 집약근무제 

  □④ 재량근무제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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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업종 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제외되어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

다. 부모보험은 사회보험과 같이 고용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전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

의 보험료를 걷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등 적절한 수준의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7.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모르겠다

 (※ ①‧②‧⑤번 응답자는 질문 8번으로 가시오) 

  7-1. 부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② 충분한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③ 부모보험에서 제공되는 육아휴직급여 등이 나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보험료는 지출됨) 
    □④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⑤ 기타(                                                )  

8. 만약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③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⑥ 국가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⑦ 사업주 + 근로자 + 국가가 모두 일정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9. 만약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귀하의 보험료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찬성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응답자 일반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자녀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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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귀하의 자녀 중 학교에 들어간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수는 얼마입니까?

     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 수(미취학):          명

     ⑵ 학교에 들어간 자녀 수(초‧중‧고‧대학):          명         

11.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원은 가족사항에 대한 응답을 듣고 아래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하십시오)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자녀 

□④ 노부모+부부+(손)자녀 □⑤기타(          ) (부모+본인 및 형제 포함)  

12.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취업 여부)  

  □① 현재 일을 한다(근로자)         
  □② 현재는 안 하지만 과거에 일(취업)한 경험이 있다(비근로자)
  □③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취업)한 경험이 없다(비근로자)
  (※ ①번 응답자는 질문 12-1번으로, ②‧③번 응답자는 질문 13번으로 가시오)

  12-1. 귀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③ 상용임금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가정주부 등-가족 일을 돕되 임금이 없는)
      □⑥ 기타(                  )

1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대학교/대학원 포함)

14.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⑨ 잘 모르겠다

        

☞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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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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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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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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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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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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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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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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