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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년기여성의 노후 비도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요구도 연구

황 승 회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가정교육 공

지도교수 김 혜 연

재 우리나라의 기 수명은 2010년을 기 으로 남성은 77.2세,여성은 84.1세

로 남녀모두 34개 OECD국가 기 수명 평균 남성 76.4세,여성 82.3세와 비교하

여 남성은 0.8년 여성은 1.8년 정도 높아졌으며,제주지역은 이미 2010년 제주도

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체의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고,2015년은 고

령사회단계,2025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한

짧아진 근속연수,당겨진 은퇴연령 조기퇴직의 증가 등 고용패턴의 변화는 경

제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후 생활 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문제

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그러나 년기

여성들을 상으로 한 노후 비 노후생활설계에 한 연구 교육 로그램

은 충분하지 않다.

장수 노인,특히 여성 장수 노인이 상 으로 많은 제주지역 역시 국 인

실정과 큰 차이가 없다.몇 몇 지역기 에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지만, 재 노인을 상으로 하거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노후와 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노년기 가족생활 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일회성

의 특강이거나 생활의 한 측면과 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후를

비한 생활 반에 한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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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처럼 제주도내에서는 다양한 로그램이 많이 운 이 되고 있

긴 하지만 노후 비교육 로그램이란 가이드라인이 없고,노후 비를 함에 있어

서 세부 인 부분에 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년기

여성들이 노후에 구체 으로 비해야 할 항목에 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년기 여성들의 일반 인 노

후 비에 한 인식과 함께 실질 인 노후 비도를 조사하고,이에 따른 노후생

활교육 로그램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이상～60세 이

하의 기혼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노후

비 경향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노후 비에 한 일반 인식에 따른 노후 비도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의 요

구도 차이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 으며 사

후검증으로는 Duncan'sMultipleRange검증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를 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년기 여성들은 노후 비가 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육아,

가사,아이들의 교육비 등으로 노후 비를 못하고 있으며, 비를 하고 있다 할

지라도 그 부분이 국민연 , 등 범 가 매우 좁았다.그리고 노후가

되기 에 경제 인부분,심리 인 부분,신체 인 부분 등에 해서 악을 하

고 노후 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비 방

법을 모르고 있었다.이에 공공기 ,사회단체,복지시설,평생교육원 등에서 노

후를 맞이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노후 비에 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둘째,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내용에 해서는 생활설계기 역에서는

정 노년상 정립,정신‧신체건강 역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유지법,경제생활 역

에서는 노후 비 재테크방법,여가생활 역에서는 노년기 여가시간 리,가족

계 역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등에 높은 요구도를 보 다.그리고 노후

비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경제 인 방법,신체 운동은 조 이라도 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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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정 노년상 정립,여가 시간 리와 같은 역은 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재 년기 여성들이 실태를 악하여 알맞은 교육 로

그램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로그램 개발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비용발생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로그램 참여를 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의 한 측정 복지 차원에서의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 지역 인 근성이

떨어지거나 로그램을 받으러 올 수 없는 상자들을 하여 찾아가는 교육과

핵심 인 부분만 교육하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도는 연령,막내자녀연령,소득,노후

비연령,노후 비자 에서는 체 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체 역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력,직업유무,월평균생활비,주거형태에서도 교

육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앞으로 년기 여성을 상으로 한 노후설

계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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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재 우리나라의 기 수명은 2010년을 기 으로 남성은 77.2세,여성은 84.1세

로 남녀모두 34개 OECD국가 기 수명 평균 남성 76.4세,여성 82.3세와 비교하

여 남성은 0.8년 여성은 1.8년 정도 높아졌다(통계청,2011).이 게 평균 수명의

연장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의 새로운 과제

를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제주지역은 이미 1998년에 고령화 사회(agingsociety)1)에 도달하 다.2010년

제주도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69,641명으로 도내 체 인구의 12.2%를 차지

하고 있으며(통계청,2010),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4.4%로 증가하여 고령사회

(agedsociety)의 단계로,2025년에는 20.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이러한 제주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국

의 타 시,도와 비교할 때 2～3년 이상이나 빠를 뿐만 아니라,65세 이상 노인인

구 가운데 8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층 인구 구성 비율은 국에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격한 고령화 상으로 인해 2016년부터

경제 으로는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의 격한

하락,사회 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양비의 증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문제의 증

가 상이 나타날 것으로 상되고 있다(고승한 외,2008).

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히 노인의 경제 빈곤,질병과 건강,노인

부양의식의 약화,은퇴 후 역할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여가생활 등이 주요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을 방하고 해결하기 해서는 연 제도

나 복지제도 등 국가 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

비한 수 이다(박정희 2007).그리고 국가 인 차원에서의 노인문제 해결을 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노인의 심리 ,신체 ,경제 차원 등 개인 차

원에서 발생되는 비 이 큰 노인문제는 여 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고령화 사회는 체인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고령사회는 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 고령화 사회는 체인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이상인 사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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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짧아진 근속연수,당겨진 은퇴연령 조기퇴직의 증가 등 고용패턴의 변

화는 경제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후의 생활비 재원이 되는 소득을

충분히 축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

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 과 취업률이 높아진 것

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의 여건,직업의 특성상 퇴직연 등 기업이 보조하는 퇴

직 로그램에 한 근의 어려움 가부장 인 사회구조로 인해 아직 여성들

은 충분한 노후 비가 어려운 구조이다(이순재,2007).

그리고 여성들의 가부장 문화권 속에서 육아 가사노동, 임 ,비정규직

종사자로 생활해 온 실은 과거에도 재에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혜택 받지 못

하는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있다.

특히,여성에 있어서의 년기는 인생의 새로운 환기로서,신체 ,정신 으

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에게 속되어 살아오던 것에

서 탈피한 성공한 자녀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자리하는 인생의 황 기를, 한

편으로는 남편과의 사별,실직,질병 등으로 인생의 기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이들 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재 치에서 과거를 회상하

며 다가올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요한 시기인 것이다.더욱이 자녀의 교육에

해서는 무조건 인 투자로 일 해 온 우리나라 년기 여성들은 노후를 앞

에 둔 상태에서도 정작 노후 비를 한 경제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이다(박정희,2007).

이 게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기 수명이 6-7세 정도 높은 을 감안할 때

노후생활 비는 많은 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기 여성 상 노후생활

설계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고령화에 비한 복지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를 맞을 노인 세 들을 한 복지 안은 많이 부

족한 실정이다.그러므로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인생 체를 조망 할 수 있는 시

각을 가지고 개인 ,가정 차원에서 계획 인 노후 생활 설계를 해 나가는 것

이 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의 노후생활교육에 한 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은 그 수가 매우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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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1회성 교육으로 그치고 있다. 한 우리나라에서 년기를 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보고 되고 있지만 주로 건강, 기극복,가족 계,부부 계,경제

등 생활의 일부분에만 이 맞추어져(김하늬,2006;김인숙,2004) 체 인 노

후생활에 한 체계 인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수노인,특히 여성 장수 노인이 많은 제주지역 역시 이러한 실정과 크게 다

르지 않아서 많은 교육 로그램이 노후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 노인을 상으로 한 교육이거나 다양한 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의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후를 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노후생활설계 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로그램도 로그램 내용이

일회성인 특강이거나 몇 몇 생활 역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체계 이고

지속 인 노후 비를 한 교육 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년기 여성들을 상으로 노

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노후 비도 반 인 노후생활에 한 교육

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고, 년기 여성들의 특징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

하는 데 그 목 이 있었다.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년기 여성들의 노후

비 실태와 함께,노후설계교육 로그램의 요구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반

인 노후생활에 한 노후설계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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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 년기 여성의 노후생활교육

1) 년기의 정의

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생산 인 시기이다.자녀 양육의 책무에서 벗어나,사

회 으로나 경제 으로 안정된 치에 서게 된다.자신의 가능성을 최 한으로

발휘 할 수 있는 시기인 년기는 사람에 따라서 한 기가 되기도 한다.

한 년기는 인생의 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환 으로서 성숙기 혹은

갱년기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학자에 따라 년기를 정의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 범 를 규정하는 폭이 35세에서 65세까지 매우 다양하다(고효정 외,

2000). 한 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와 노년기의 간시기

로 인생의 환 이 된다.이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 기의 발달단계를 거쳐

오면서 앞으로 맞이할 노년기를 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최근 년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기 발달이나 노년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

라 성공 인 발달을 해서는 특히 년기에 주목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제안하

고 있다(Lachman,2001).

Jung은 년기를 체로 40세 후반으로 보았고 년기에 한 구체 인 개

념을 최 로 발 시킨 학자이다.의식수 에 근거한 정신분석학 입장을 바탕으

로 하고 있는 Jung의 이론은 40세 후를 행동과 의식의 탈바꿈이 발생하는 결

정 환기로 보았으며,이러한 이론은 년기의 기에 심이 있는 임상 심리

학자들에게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Borland는 년기에 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년기 분류 기 을

세 가지 에서 설명하고 있다.먼 가족 주기를 기 으로 연령과는 계없이

막내자녀의 독립하기 시작하는 시기로부터 직업생활에서 은퇴하는 시기까지를

년기를 구분하 다(문인숙,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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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가족 특성상 이러한 서구가족의 가족생활주기 개념이 용되

기 어려운데 그 이유로는 자녀의 고교 졸업이 곧 바로 독립과 연결되지 않고 막

내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할 때 부분의 부부가 노년이 되며 특히 자녀가 독립

한 후라도 부모와 맺는 정신 ,물질 유 가 강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서구 사

회의 가족 생활주기를 그 로 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한 생활연령에 의한 구분으로,가장 보편 이고 일반 인 방법이나, 년기

가 몇 세에 시작하여 몇 세에 끝나며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하여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김명자,1998).

<표-1>은 년기 구분에 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것인데 이것은

년기 범 가 모호하고 유동 일뿐 아니라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용어로 년

기를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1> 년기 구분에 한 다양한 견해

연구자 연구년도 년기 범 용어

Jung 1993
40세 년기 변화

40세 이후 년 이후기

Erikson 1956 40-60세 년기

Neugarten
1958

40-50세 년 기

Gutmann 55-70세 년후기

Jaques 1965 35-45 년 기

Deutscher 1969
사춘기자녀 동거 년 기

사춘기자녀 독립 년후기

Vincent 1972 35-55세 년기

Havighurst 1972 35-60세 년기

Sheehy 1976 35-45세 년기 기

Lowenthal 1976 막내자녀 고교재학 양육 후기

Duvall 1977 막내자녀 독립 년 부모기

Gould 1978 34-45세 년기

Levinson 1978
40-45세 년 이기

45-60세 년 성인기

Farrell&Rosenberg 1981 38-48세 년기

Sheehy 1995 50세 후 년기

출처 :김명자(1998). 년기 발달.서울 :교문사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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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년기에 한 선행연구들은 막내자녀가 결혼하기 까지는 부분

부모로부터 완 히 심리 으로나 경제 으로 독립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막내

자녀가 학교 재학 이상의 40-59세 정도를 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표-2>국내 연구에서의 년기 구분

연 도 연

  3 1982 한 에  평생 체  립에 한 연 35-60

재 1982 간 달  과 40-60

연, 안진 1983 간 달 35-60

순 1986 한   격특 에 한 연 40-59

재 1987 여  역할 체감과 심리  건강에 한 연 30-60

1989  감  그 련변 에 한 연 40-59

애순 1993
개  향과 직업, 결 , 계가  감에 

미 는 향
35-60

출처 :김명자(1998). 년기 발달.서울 :교문사 p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에서의 년기 구분을 근거로 하여 35세 이상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을 년기 여성으로 정의 하 다.

2) 년기여성의 일반 특성

년기의 특성은 신체 ,정신 ,사회 등 다양한 시각으로 분류하고

정리 할 수 있지만 년기의 특성을 변화의 시기라는 에서 부정 으로 보는

견해와 정 인 견해,즉 기론 입장과 성장의 기회라는 두 가지 으로

년기 여성의 특성을 구분하 다(윤혜선,2010).

년기는 발달이론에서 모순 시기이자 청소년기와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 하고 있다. 년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삶의 역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새

로운 변화나 응을 요구받는 시기이다(이우경,2008).이러한 응의 변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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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신체 역,역할의 역 등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년기에 어

떤 사람들은 실직,꿈의 사실,건강문제,자녀와의 갈등,이혼,배우자의 사망이나

부모의 사망과 같은 힘겨운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 기의 시기로 경험하기도 한

다.한편 어떤 사람들은 년기가 그동안 성취한 것을 리는 안정 인 시기로

경험하기도 한다.이에 Keyes와 Riff(1999)는 년기에 심리 증상을 더 게

경험하고 높은 수 의 결혼 만족과 생활만족,숙달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

다(윤혜선,2010).

그리고 년기 여성의 경험할 수 있는 기론 측면에서 질병, 음의 상실,

배우자의 죽음 등 지 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 엎어 놓을 정도의 변화와 도

이 래하는 혼란에 을 맞추는 기의 시기로 제시되고 있다(황경애,김갑

숙,2007).특히 년기 여성은 정신 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자녀의

양육에 몰입했던 시간들이 자녀들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만의 시간들로 남게 되

고, 년기 남성들이 사회 으로 안정 인 치를 갖는데 비해 상 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허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실 응이 어려운 가운데

불안,우울, 망과 같은 정서 변화가 나타난다(김극로,장덕서,1997;성미혜,2002).

한 년기 여성은 폐경이라는 갱년기 과정을 통해 신체 인 매력의 상실로

남편의 사랑과 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이

어들면서 소외감과 외로움의 부정 인 정서반응으로 나타난다(Andrews,2001).

Duvall(1985)은 자녀의 독립에 따른 부모역할의 감소라는 에서 빈 보 자

리(empty-nestperiod)의 시기로 표 하며 새로운 자각에 을 뜨는 시기라고 하

다.남녀를 조사 상으로 고등학교 상 학생,신혼부부, 년 은퇴기 직

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년기 여성이 가장 정신 ,육체 으로 긴장되어 있

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년기 여성은 가부장 의식과 고부

간의 갈등,자녀와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더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박정희(2007)는 이러한 년세 의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년기 여

성들에게 자녀의 성공과 독립을 안정 이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

었던 것에서 년기 여성은 변화된 사회 여건으로 자녀의 취업재수라는

새로운 입시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비해야 하는 가 된 짐을 안고

노후를 맞이하는 새로운 개념을 볼 수 있다. 년기 여성의 연령에 속하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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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부터는 소 자녀화의 향에 따라 막내자녀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녀와 남편의 굴 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40 후반의 여성들은 청년실업이

란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함께 다시 경제 선에 뛰어들어 자녀의 경제 뒷

바라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 다.

이용미(2002)의 논문에서도 여성도 남성과 같은 성인 시기를 거치지만 생물

학 ,사회 환경의 차이로 인해 남성의 년기와는 다른 큰 의미를 가지며 특

히 유교주의 습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년기 여성은 독

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여성은 인생의 한 주기에 찾아오는 보편 인 변

화 외에도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첩된 년을 맞게 되며 집사람,안사람으로 살

도록 사회화된 한국 사회의 년기 여성은 자신의 생애 해 진지한 의문을 갖

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앞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도 하 다.이로 인

해 소외감,불행감,허무감,권태감이 이어 질 수 있는데 년기 여성들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변하는 정보 사회에 응하기를 강조하는 사회 분 기는 정보

화에 하여 극 이지 못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이와는 반 로 년기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년기의 정 인 측면을 살펴

보면, 년기는 성취 인 측면,경제 안정성,직업에 한 열정,부모의 책임에

서 벗어나는 자유 등에 을 맞추어 생산성이나 이타심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볼 수 있다(김 숙,최규련,2006). 년기 후기에 해당되는 40～

50 여성들이 사회 심으로 갖고 다양한 경험과 변화에 개방 일수록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년기를 안정과 성숙의 시기

로 여기며 응을 요하는 성장의 환기로 보는 입장이며, 년기가 자신의 삶에

한 가치 의 타당성을 검하고,성취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며 자아성

찰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다(김명자,1989).

그리고 Clausen(1976)은 년기의 남녀 모두 자기 확신감,통찰력,자아개념 등

이 최고조에 달하며,긴장감에 보다 명하게 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발 시켜,

자신의 목표달성에 사용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년기 여성들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변화에

해 회피하거나,아무런 비 없이 무기력한 태도로 년을 맞이하는 경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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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인생 반에 해 기감을 느끼는 시기가 될 수 있다.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지나온 삶의 경험과 자신에 해 새롭게 인식하거나,당면하는 기나 문제

를 극 으로 처하려 한다면 년기는 기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삶의 가치에 해 재발견하며,여성으로서나 개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기회의 시

기가 될 것이다.

3) 년기 여성의 노후생활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들은 노후 비에 있어서 실행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는 80년

후반부터 보고되었다.특히 기혼여성들의 노후생활계획에 한 계선자(1988)연

구 결과에서 노후생활계획을 실제 으로 시작한 시기는 5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노후계획시기가 처음 직장을 가지거나 어도 은퇴 20～30

년 부터 시작 하거나,35세 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계선

자(1988)의 연구에서는 노후 비를 하지 않는 기혼여성들도 반정도로 나타났는

데,이들 부분은 경제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즉,자녀교육 양육,혼인

비용 등의 지출로 장년층은 노후계획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노후계획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신화경(2003)은 40～50 년층 주부를 상으로 한 노후생활계획에 한 조

사에서 년층 주부의 높은 경제 자립에 한 기 를 악하 으며,경제 자

립에 한 기 감이 학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서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와 사

회 그리고 본인 배우자가 노후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고 하 다. 년층 주부의 노후에 한 경제 인 비는 축과 보험이 58.8%로

가장 많아 20～30 직장인이 개인 인 축을 노후생활 비로 상한다고 보고

한 차경욱 등(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박정희의 연

구에서는 년기 여성이 가장 염려하는 노후의 문제는 건강(61.2%)과 경제력

(29.2%)으로 나타나 경제 비 뿐 아니라 건강과 련된 신체 비의 요

성을 드러냈다.이처럼 노후에 한 비는 여성에게 있어서 삶의 요한 이슈이

지만, 다수의 여성은 노후에 하여 실질 으로 비하고 있지는 못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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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한 비 여부는 여성의 생활만족도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안 선 등(2009)에 의하면 노후에 한 비도가 높고 성공 노후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의 2009년도 통계청의 성별 노후 비방법을 보게 되면 노후 비를 하

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남성은 80.9%,여성은 55.5%이며,이 남성은 국민

연 이 60.3%로 가장 높고,여성은 이나 이 52.2%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표-3>성별 노후 비

(단 %)

비하고
(되어)있음

국민
연

기타공
연

사
연

퇴직 ,
, 축

부동산 주식,
채권

기타

남자 80.9 60.3 9.3 32.2 11.3 44.5 11.9 4.2 0.4

여자 55.5 49.3 7.5 34 5.5 52.2 10.1 1.8 0.8

출처 :통계청(2009).사회통계조사 http://www.kostat.go.kr.

한 <표-4>와 같이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49세까지

가 75.5%로 노후 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노후 비방법으로 국민연 과

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와 반 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60세

이상인 노인들의 응답률과 비교했을 때는 한 차이를 보인다.

<표-4>연령별 노후 비 방법(여자)
(단 :%)

비하고
(되어)있음

국민
연

기타공
연

사
연

퇴직
, ,
축

부동산
주식,
채권

기타

30～39세 75.5 49.6 10.1 41.6 7.4 53.9 7 2.1 0

40～49세 76.5 51 5.1 38.2 6.1 52.4 6.7 2 0.7

50～59세 68.3 48.1 7.6 34.4 5.7 51.6 9.5 1.9 0.2

60세 이상 31.1 41.9 8.2 26.9 3.3 48.5 20.8 0.7 2.5

출처 :통계청(2009).사회통계조사 http://www.kostat.go.kr.

 한 남편의 경제 지 에 으로 의존해 온 업주부가 년 이후 사별이나

이별을 겪게 되면 경제 자원에 한 근이 단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특히 여성

은 남성보다 노후생활 비에 미흡한 상황 하에서, 어서는 배우자에게 경제 으로

의존하고 노년기에는 자녀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는 등 노후생활의 자립 책이 없

는 경우가 부분이다.이는 여성의 경우 양육,가사노동,노인부양 등의 가정 내 무



- 11 -

임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임 노동 수행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김수완(2006)의 논문에서도 부분의 나라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후생활이

궁핍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상이며,고령자의 소득은 65세 이 까지는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 이 60% 이상이지만,65세를 넘어서면서 그 비 은 50%미

만으로 격히 감소하 다.그리고 근로소득 비 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히 낮으며 65세 이후의 노후소득 에서 사 이 과 공 이 의 비 이

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의 남성에 한 여성의 경제 의존은 배우자 상실로 혼자가 된 여성

에게 심각한 경제문제를 직면하게 한다.특히 이혼을 통한 가족 계 해체는 여성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간 으로 획득하고 보장받았던 경제 인 혜택의

상실을 의미하며,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수명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

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노인의 빈곤가능성은 높아진다.그리고 여성노인의 빈곤은 여

성노인의 직업 유형에서도 드러난다.직종 근무 형태 차이는 소득수 차이로 연

결되며 이는 곧 노후생활의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다.<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

성노인가구의 경우 상 으로 소득이 낮은 직종인 농업,어업,축산업이나 단순 노

무직에 종사하는 비 이 높아 노후 생활이 빈곤할 험이 더 높다.

<표-5>가구형태별 가구주의 성별 직종 근무형태
(단 %)

직종 근무형태 별
1998 2004

노인 가구
여자

비 노인 가구
여자

노인 가구
여자

비 노인 가구
여자

고 임직원, 리자 0.6 0.4 - 0.8

문가 2.3 4.7 3.8 5.4

기술공, 문가 1.5 7.1 2.9 10.3

사무직원 1.6 9.9 3.6 11.6

서비스 매직근로자 22.6 39.9 - -

서비스종사자 - - 9.6 20.4

매종사자 - - 10.7 17.4

농,어,축산업종사자 28.7 9.8 28.5 4.3

기능 련근로자 5.6 6.8 0.6 4.1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 0.4 2.4 2

단순노무종사자 36.8 20.9 38 23.7

기타 0.2 - - -

소계 100 100 100 100

가구주수(명) 228 720 241 680

출처 :주소 외(2010).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연구 p27.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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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후의 비도가 남성보다 높아야 한다.그러

나 평균 으로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지 가 낮아 노후 비에 충분하

지 못한 소득상황에 처해 있으며,노인문제,여성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설정이다.이에

하여 김인숙(2004)은 여성의 사회구조 인 취약성,노인부양에 한 가치 의 변화 등이

여성노인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한 계획을 세워 미리 비하고 이를 실천하기 한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한 측하지 못한 사건에 해서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이고 추후 발생되

는 문제를 측하기 해서 노후생활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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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의 황과 실태

1)국내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의 황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년기의 노후 생활설계에 한교육은 정부

공공기 는 기업에서의 직원의 복지차원과 이미지 향상을 해 실시되고

있다.그리고 학과 민간단체,종교기 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1)정부 공공기 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

회서비스 신사업(바우처 사업)이나 외부기 탁사업으로 은퇴 정자를 상

으로 한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로그램(PBL:Program forBeautifulLife)을 운

하고 있다.PBL은 50 이상 퇴직자 퇴직 정자를 교육 상으로 하며 은

퇴 과 후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고,자립 으로 새로운 생애설

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한다.

<표-6>PBL 로그램 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노년기

생애설계과정Ⅰ

노년기

생애설계과정 Ⅱ

생애경력개발

방향설정

맞춤형상담

지역사회데뷔

실습

사후 리

서비스

-은퇴 후변화

이해

-자기진단

-삶의균형유지를 한

역별진단

-일/시간/재정/진단

-생애경력목표설정

-ActionPlan

-생애경력목표실천을

한구체 방법학습

-지역데뷔실습,

로그램지원

-해당교육

센터연계

출처 :이소정 외(2008).성공 인 제3기 인생 비를 한 사회 기반조성 p96.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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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 리공단

국민연 리공단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비에 한 심은 증가하

고 있지만 실 으로 취약한 개인별 노후 비에 도움을 주기 해서 노후설계

서비스(CSA:ConsultingonSuccessfulAging)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 국민의

체계 노후 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 을 기반으로 노후

생활 6 역인 재무,건강,일,주거,여가, 인 계에 한 종합 인 정보와

서비스를 부가 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7>국민연 공단 노후설계 서비스 내용

▶ 노후소득 상담 :주 고객 30～40

1단계

(연 수 권 확보)

국민연 상연 액을 기반으로 노후부족자 을 산출하고 반납,

추납 ,미납보험료납부,납부재개 등을 통한 국민연 수 액

증액 신규 수 권 확보 유도

2단계

(재무 설계)

은퇴설계,생애 재무 설계를 통해 가계재무의 건 성을 진단하고,

노후필요자 과 비자 산출 부족자 에 한 안 제시

▶ 노후생활 상담 :주 고객 50 이후

1단계

(정보제공)

고객의 비 재무 역(건강,일, 인 계,주거,취미,여가)에 한

진단을 통해 고객 필요부분을 확인하고,유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2단계

(사회자원 연결)
노후 생활 역별 문기 과 연계를 통해 고객 필요서비스 연결

출처 :국민연 .노후설계 문사이트 내연 http://csa.nps.or.kr/apphome/main.do.

④ 공무원 퇴직 비 교육

5 이상의 정년퇴직 정 공무원들을 상으로 한 공로연수과정이나 퇴직

정교육공무원을 상으로 한 직무연수 교육 로그램에서 은퇴 후 생활설계에

한 강좌 교양,여가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공무원들의 경우 비교 은퇴

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시 교원연수원에서는 은

퇴 정 교원 일반 공무원을 상으로 1회에 약 100명씩 총 3일간에 걸쳐 퇴

직자들의 경험담,삶과 행복,더불어 사는 삶,건강한 생활, 통문화의 향기,연

과 재산 리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정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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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업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한국 력공사,KT,포스코 등의 기업은 직원 퇴직 정자들을 상으로 퇴

직 비교육 로그램이나 노후설계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박상철,2009).

표 인 기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 리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철

도공사이며,특히 한국 력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은퇴 비교육을 시작

하고 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장 모범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수자

원 공사는 은퇴 정자를 상으로 은퇴를 비한 재무 리를,한국토지공사는 신

입사원을 상으로 재무 설계에 해 특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김하늬,2006).

이 게 기업에서의 노후교육 로그램은 상당 부분 퇴직 비교육이 부분이며

이들 기업에서의 노후교육 로그램은 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 기업에서 제

한 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자체 로그램을 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컨

설 업체를 통해 아웃 이스먼트의 형태로 운 하는 경우도 많다.

<표-8>기업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기 명 상 로그램명 내용

포스코
재취업/

은퇴 비

그린

라이
심분야별 소그룹 로그램 개별상담

한생명 FP
노후설계

문가과정
노후설계 지도에 한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DBM 코리아
퇴직 정

/퇴직자
OPC

기본과정(변화 리,요구분석)

선택과정(재취업,창업,정년 로그램)

한국 력공사
은퇴

정자

워라이

디자인
재산 리,건강 리,퇴직생활의 사례,퇴직자 모임안내

한국수자원공사
은퇴

정자

은퇴 비한

재무 리
재무 리

한국토지공사 신입사원
월 통장 잘

리하는 법
재무 설계

KT
퇴직

정자

직지원

로그램

- 직알선(창업/재취업):재취업/창업지원확보/직알선

- 직교육(기본/심화):변화 리/재무설계/창업/재취업교육

-창업/재취업컨설 :아이템선정/상권분석/구매마 외

출처 :박상철(2009).한국형 노후생활설계 교육 로그램 개발 연구 p58;김하늬(2006). 년기 직

장인을 한 노후생활설계 교육 로그램 개발 p27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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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민간단체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학에서의 교육은 학부설 독립기 ,평생교육원,연구소,학과/ 학원,기타

부설기 ,사이버 학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운 형태는 지자체 등의 탁운

으로 실시되는 학,자체지원의 무료강좌를 운 하는 곳,자체 수강료를 받아

운 하는 등 다양하다(박상철,2009). 학에서 운 되는 과정으로는 건국 학교

종합 융아카데미 은퇴설계 문가 과정,한국 학부설평생교육원 의회 노인교

육 지도사 과정,서울사이버 학교 e-노후생애설계 교육 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노후를 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희망제작소에

서 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 하는 멋진 노후 당당한

내 인생,건 한 가정 우리가 가꾸어요,한국 노인 복지 회에서 하는 노후설

계 문가 양성과정이 있다.

<표-9> 학 민간단체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기 명 상 로그램명 내용

건국 학교 제한 없음
은퇴설계 문가

과정
은퇴설계이론과 방법

한국 학평생

교육 의회
제한 없음

노인교육지도자

과정
노인교육 이해 련실천방법

서울사이버 학교 제한 없음
e-노후설계

로그램
노후생활 반에 한 이해

희망제작소 40-60 해피시니어

NPO(non-profitorganization)2)기본교육 실

습과 노년에 한 이해와 은퇴설계에 한 교

육도 동시에 진행

한국가정생활

개선진흥회

성인여성
멋진 노후

당당한 내 인생

주거 리/경제 리/시간 리/,가족 계

건강 리/여가 리

성인
건 한 가정

우리가 가꾸어요.
생활설계의 개념 의의와 생활설계 기

한국노인복지

회
60세 이상 실버 래 건강,인간 계,사와일자리,죽음,노후설계 등

출처 :박상철(2009).한국형 노후생활설계 교육 로그램 개발 연구 p58;김하늬(2006). 년기 직

장인을 한 노후생활설계 교육 로그램 개발 p31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

2)NPO(non-profitorganization):비 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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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교기 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종교기 은 그 특성상 시설자원,인 자원,재정자원 조직자원이 풍성하고,

교리에 근거하여 노인 평생교육 노인복지를 한 많은 활동을 개하고 있다.

노인 평생교육 실시 종교기 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정확한 통계를 악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연합회를 운 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에만 그

황을 악 할 수 있는데,2008년 재 악된 수만 기독교 수교장로회 소속 노

인학교 561곳, 한기독교감리회 소속 노인학교 134곳,천주교 서울 교구 소속

노인학교 269개,조계종계 노인학교 22개 등 총 986개에 이른다(배장오,2009).

한 이들 종교기 의 노인교육 로그램은 그 구성이 각 종교기 에 의해서

자유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며 크게 교양 역,종교 역,사회활동

역,신체건강 역처럼 노후설계 로그램보다는 여가생활 로그램이 다수이며,

부분의 경우 고령층 노인을 상으로 운 되고 있다.

<표-10>종교기 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기 명 상 로그램명 내용

남서울은혜교회

새롬 평생 학

40세

이상이나

기타연령

노후생활교육
노후생활과 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자원 사/여가/정보화교육/인생설계 등)

천주교 서울 교구

서울 시니어아카데미

55세

이상
노년 비교육

통합 인 교양교육을 통하여 활기차고 행

복한 노년기를 비하도록 돕는 교육

원불교

제주 시니어클럽

은빛마음학교

60세

이상
노후특강 마음공부,웃음치료,건강강좌 외

출처 :박상철(2009).한국형 노후생활설계 교육 로그램 개발 연구 p59;천주교 서울 교구 노인 사목부

서울 시니어아카데미.http://www.isenior.or.kr/;원불교 뉴스.http://www.wonnews.co.kr/참고로

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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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역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황

제주지역에서 교육 로그램을 운 하는 체기 수는 273개에 이르고 있다.각

기 별로 로그램이 상설과정과 수시 과정으로 나 어 운 되고 있으며 체로

상설과정 로그램은 기 이 정기 으로 개설하여 운 되는 형태이고 반면에 수

시 과정 로그램은 사회 ,정책 ,교육 필요성과 시 성에 따라 개설,운

되는 경향을 보인다.제주지역에서 개설되어 운 되는 평생교육 로그램들은 공

공 민간 교육기 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무료 혹은 유료로 운 되고 있다.

<표-11>참조

제주지역의 교육 상자들은 주로 성인여성들이 많고,제주지역이 고령화가

진 되면서 노인 학을 심으로 노인교육수요자를 상으로 건강,취미,취업,

사 등과 련된 교육 로그램도 운 이 되는 실정이다.그리고 제주지역의 교

육을 실시하는 기 들을 분류해 보면,민간 교육기 이 181곳으로 가장 많고,다

음으로는 공공기 70곳,교육청 15곳,그리고 학(교)부설기 7곳의 기 이 있

다.<표-12>참조

운 하는 공공기 운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력개발원,설문 여성문화

센터,그리고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평생학습센터,주민자체센터 등이 있다.

이들 공공기 에서 운 되는 로그램들은 부분 무료 로그램들이 제공되

고 있으며,교육내용으로는 도민들의 일반 교양,취미,건강,문화 술,외국어,

스포츠, 사,정보통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교육기 에서 운 되는 로

그램들은 다양하지 못한 특성을 보이며,노후 련교육은 경제교육 등의 한시 인

특강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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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 체 황

유형 개수 상설과정 수시과정

평생학습센터 2
여성문화,교양,취미교육,외국어

정보통신,직업훈련등
지역사회교육,아동교양

RHRD센터 1 직업훈련,시민교양등

학생문화원 1 문화 술교육

학부설

평생교육원
7

스포츠,문화 술,교양,직업 문

생활체육,오름해설사,아동,교양
시민,문해,교양,교육

평생학습 (도서 ) 4 문화 술,외국어,독서,취미교육 문화 술교육

평생학습 2 문화 술,스포츠교육 문화 술교육

비정규학교 5 검정고시과정,문화 술문해 문화 술,취미교육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2 문화 술,취미교육 문화 술,취미교육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4

시민,직업 문,스포츠,다문화

취미교육

시민,다문화,교양,직업 문

환경교육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4 우편원격교육 우편원격,인성,문화 술교육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6 인성,문화 술,직업 문,스포츠교육 종교,문화 술,직업 문교육

직업학원 46 직업 문,외국어,정보통신교육

주민자치센터 외 63
독서,외국어,정보통신,문화 술,

다문화등

도서,문화 술,취미,스포츠

외국어,환경,시민교육등

비 리(노인) 15 직업기술,교양,노인,문화 술외 취미,건강교육

비 리(다문화) 4 다문화,직업기술,정보통신,문해교육 다문화,취미,노동,경제,문화교육

비 리(사회복지 ) 12

건강,스포츠,취미,시민,교양,

문화 술,노인,다문화,아동교양,문해

특수,방과후아동외

문화,직업 문,교양,자원 사자

시민, 사,정보통신,건강,직업

기술,문화 술외

비 리(여성교육) 8
시민,외국어,건강,문화 술

직업기술외

교양,자원 사,여성,문화,환경,

취미교육외

비 리(시민교육) 14 환경,스포츠,교양,시민,인성,독서외
환경,교양,시민,독서,인성,

주민,치료외

비 리(장애인교육) 15
직업 문,재활,문해,치료,문화 술

정보화,교양,건강,스포츠,취미외

자원 사,직업 문,건강,치료

교양,취미,환경농업외

비 리(청소년교육) 39

스포츠,직업기술,교양,정보통신

문화 술,인성,독서,환경, 사,취미

경제외

청소년지도사,자원 사,교양

스포츠,직업기술,문화 술,

수련, 사외

기타 19 어학,외국어,독서교육 직업,지도사교육

처 : 고승한(2010). 주  평생  개  연  p53. 주 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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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제주도내 교육기 별 평생교육 황

유형 개수 상설과정 수시과정

공공기 70

외국어,정보통신,문화 술,다문화

시민,교양,취미,역사체험,도민,건강

직업기술,스포츠,주민,환경,문화

직업교육등

독서,문화 술,스포츠,취미,외국어

교양,정보통신,환경,시민,역사문화

건강,다문화,주민,직업기술교육 등

도교육청 15
문화 술,외국어,독서,취미,스포츠

검정고시과정,문해교육 등

문화 술,취미,정보통신,문해교육,

외국어교양 교육 등

학(교)

부설
7

스포츠,문화 술,교양,직업 문

생활체육,오름 해설사,아동교양,

취미교육 등

시민,문해교육 교양 등

민간평생

교육기
181

교양,건강,취미,스포츠,정보통신

문화 술,직업기술,노인,문화, 술,

다문화,인성,시민,아동교양

특수,방과후아동,자활교육,환경

독서체험,외국어,직업 문,

재활치료정보화, 사,경제,어학,

우편원격교육등

취미,건강,종사자,교양,다문화,노동

경제,문화,시민,문화 술,직업 문

사,정보통신,직업기술,주민,문해교육

자활교육,환경,독서,농업,여성,

청소년 지도사,체험,종교교육 등

출처 :고승한(2010).제주형 평생교육모형 개발 연구 p55.제주발 연구원.

 에 내용과 같이 제주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로그램은 노후 비교육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상자가 노년을 비하고 있는 상자만을

고려한 로그램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년기 여성들이 노년을 비를 함에 있어서 포 인 내용으로 로그

램이 구성되어 있는 실정인데,노년기를 맞이하는 연령층을 상으로 앙건강가

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정체성 통일성을 기하기 한 가

족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주지역에 총 2곳이 있으며,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는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건강한 노후 만들기’ 로그램,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는 ‘라보 마이 라이 ’ 로그램을 하고 있다.이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는 1회성 특강형식이며,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총 10회로 다양하게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표-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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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제주도내건강가정지원센터노년기가족생활 로그램

기 명 상 로그램명 횟수 내용

제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노년기를

맞이하는

상

라보

마이

라이

10회

인생 되돌아보기,노년기 건강교육

노년기 건강과 식생활,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

새롭게 살아가는 노인의 삶

손자,손녀와 가까워지기

노년기 소비생활,노년기 건강 스

노년기 행복하게 보내기 방법

크리에이션

서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노년기

생활교육

로그램

1회

(특강)

노년기 건강생활 식습 ,운동,노인질환,

우울 치매 방법

출처: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http://jeju.familynet.or.kr/;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http://seogwipo.familynet.or.kr/

참고로하여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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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행연구의 고찰

1)노후 비에 한 선행연구와 련변수 고찰

김성희(1996)는 년기 여성의 노후생활 비에 한 의식조사연구에서 년기

여성의 노후생활에 하여 인생의 주기와 노화에 한 인식을 통하여 신체,경

제,심리에 한 이해로 구분하 다.35～60세를 년으로 정의하고 노후생활에

한 반 인 의식과 신체 ,경제 ,심리 인 비정도를 알아보았다.이 연구

에서는 년기 여성들이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30 후반,40 반은

65세부터,40세 후반은 70세부터라는 답으로 조사결과 시작 연령선이 높아지고

있다고 나타났다.개인 인 배경에 따라 년기 여성들은 반 으로 자신의 노

후생활을 스스로 비하는 경향이 많으며,노후에 한 책은 건강과 경제 인

비도가 가장 높았으나,신체 ,경제 ,심리 인 비 세 가지가 서로 동시에

연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 다.

이행숙(1996)은 주부의 노후생활 비의식‧행동 경제 책에 한 연구에서

노후생활에 비한 경제 비로 30～40세 주부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30세에

노후생활 응,사회여가생활에 하여 비를 하는 것이 시간 여유가 많아 노

후의 동일한 목표가 달성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노후 생활을 계획 으

로 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인 경제 비와 함께 사회복지부분에 한 심이 사회 반에 걸쳐

다각 으로 이루어져서 정년 연령의 상향조정 는 노인재취업의 문호를 넓히고

연 제도를 개발하고,의료보장체제의 진 확 개선으로 수혜의 질을 높

이는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 다.

진우(2002)는 년층의 노후생활 비에 한 연구에서 년층 스스로의 노후

책으로 건강 비가 첫 번째 과제라고 하 다.노후건강은 부양과 경제문제로

이어져 노인문제를 역화시키므로 방차원의 의료의식을 가지고 신체 ,정신

건강 리를 해야 한다고 하 으며,노후경제문제는 30 부터 비하여야 풍요

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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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후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사회 사활동 등의 사회참여로 노년기의 기

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고양 시킬 수 있다고 하 다.그러므로 년기에 노후여

가활동을 한 비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송명숙(2002)은 ‧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 책간의 계에 한 연구로

소도시의 년기 여성들의 노후 책에 한 극 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사회복지 인 차원의 노후 책으로 소득과 직업 등이 안정된 계층에서는

노후 책을 보다 극 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상 으로 소득 교육수 이 낮은

계층에서의 노후 책 마련이 미흡함으로 사회경제 차원,건강 심리 차원 주

거환경 차원의 노후 책마련을 한 사회복지차원의 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한 라이 스타일( 극 활동형,정보추구형, 약추구형,가족 심형)

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노후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다.

배옥 (1989)의 노후생활의식에 한연구( 도시 년층을 상으로)에서는 노

후생활 책의 필요성에 하여 응답자의 부분이 상당히 정 이었으며,노후

생활 책수립에서는 경제 ,신체 ,정신 인 면에서는 실제하고 있는 경우보다

는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반응이 더 높았다. 한 노후생활을 한 취업의식에

한 반응에서는 상당히 높은 의식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노후 비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30 후반～40 반은 65세부터,40 후반은 70세부터,노후 책으로는 건강

이 가장 요하다고 하 다. 한 경제문제는 30 부터 비해야 하고 소득과 직

업 등 안정된 계층에서는 극 으로 노후 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득 교육

수 이 낮은 계층에서의 노후 책마련이 미흡하다고 하 다.마지막으로 노후생

활 책의 필요성에 하여 상당히 정 이었으며 노후생활을 한 취업의식에

한 반응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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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와 련변수 고찰

김명자와 송말희(1998)는 년기 주부의 가족 계향상을 한 가족생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자녀와의 계향상,주부자신,노부모와의 계,부부 계

순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교육 요구도는 아내의 연령,남편의 연령,결혼 지속

연수,월평균수입,자녀수,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고 하 다.따라서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특히 막내자녀연령,노부모와의 동

거여부 등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 다.

강희성(2003)의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은퇴 비 로그램에 한 교육 요구

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받고 싶은 교육으로는 경제설계,건강 리,여가생활 순

으로 나타났다.교육시간 는 주 퇴근시간이,교육기 으로는 경제설계,건강

리,여가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변순옥(1986)은 퇴직 노후 비 교육 내용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학습내

용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활동을 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내용,인간 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지식과 기술,사회 사활동에 한 태도 등을

들고 있다.

홍기형 등(1984)은 교원을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 개발 기 연구를 하 는

데,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먼 노후를 한 설계인데,

재산형성,주택의 설계,정년 후 일의 설계,소득보장 제도교육 등이 있다.

둘째,노후를 한 건강 리이다.건강생활의 유지,노화방지를 한 노력,노인건

강 책에 한 교육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셋째,노후의 가정생활이다.정년

과 가족과의 계,가정과 새로운 생활환경에 응하는 교육을 들고 있다.

넷째,노후를 한 여가생활이다.노후의 여가개념,노인여가와 그 책,즐거

운 여가생활을 한 분야별 교육의 역으로 나 고 있다.

이밖에도 노후설계 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14>와 같으며 상

은 은퇴기 는 비노인,노년기를 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로그램 내용은

공통 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내용,재정,건강,인간 계,여가활동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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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

연 연 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내

(1984)

원  퇴직 후 생애
계를 한 프로그
램 개  연

원 원    한 생
애 계를 통하여 삶  질 향상

- 령  과 , 건강
-주택, 재 계
- 시간  리
- 간 계

미

(1993)

 한 퇴직 비
  개

퇴직 퇴직 를 상 로 퇴직 
후에 생 는 문 를 해결하

고 공  퇴직생 에 

-재 , 건강, 간 계
-여가 동, 사 참여
-퇴직과 령에 한 태도
-주택, 률  지식
- 복지 비스

수

(1998)

퇴직   프로그램 
에 한 연

퇴직 퇴직 후  생  문  체
를 통한 력 강

-건강, 주거
-재 계 , 여가 동
- 간 계

허 무

(1998)

퇴직  사 에 
향  미 는 련변
 탐색  통한 퇴직

비  프로그램  
개

퇴직

/ 
퇴직

 아 감 향상  
통해 퇴직 후 공   지
원

-퇴직 후  생 비  수
-생애경 계
-심신  건강 리 계
- 실  능력개
-시간사 과 실
-생 식  순
- 후생  미지, 고독과 안
- 과 률지식
-주거 책

경신

(1996)

 한 가  생
 프로그램 개

 가 생  에 걸  
문 해결  통한 력 강

-  가  신, 신체 , 건강
역, 퇴에 한 역, 가

계 역, 가 문 역

신

(1999)

퇴직 원  한 후
생 비 프로그램

퇴직
원

후생 에 걸  비를 
통해 삶  만 도 향상

- 퇴! 새로운 변 에 한 도
-재 계 , 주거계
-시간 리, 간 계
-죽 비
-창업  취업

양 

(2000)

 주비  프로
그램 ' 로운 후 가
꾸 '

비
 

/
 

 다양한 문 에 극
로 처하여 후 능력 

향상

-  건강
-  가 계
-  경 비
-  여가

순

(2001)

프로그램개  
 과 후 - 신  건강, 지 건강

-신체  건강, 사  건강

하늬

(2006)

 직  한 
후생 계 프로

그램 개
직

퇴를 앞 고 는  직
에게 후생 계   
식시켜주고  삶  스

스로 계 할 수 도록 함

- 후생 계 내
(재 /건강/여가/가 계 )
- 후생 계 ,비 ,시간 ,

,강사 , 보  등

숙

(2006)

공  후를 한 
후 계프로그램  과

 연

  역에 걸쳐 
후생  계하는 체계

고 통합  프로그램  실시
하여 아통합감과  생

태도  향상 등 공  후
에 미 는 향 

-프로그램실시내
․ 후 식
( 해/ / 미지 등)
․ 람직한 후생 태도
(건강/재 / 간 계/취업/주거/여가 
등)
․ 실천계 수립

상철

(2009)

한  후생 계
프로그램 개 연

  에 도달한 연
령  상 로 여생  계
함  도  사  비  감
하고 고령  사 를 새롭게 만
들어 가는 도  로 

 개 하고  함

후 프로그램 만 도 사  
후 프로그램 필   내

사

출처 :조은숙(2006).성공 노후를 한 노후설계 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을 기 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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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교육 로그램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교육 상자 부분이 퇴직자들

을 한 교육 로그램이며,노년기 삶을 스스로 비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

이고자 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로그램 내용으로는 신체 ,정신 ,경제 ,

창업 취업교육,시간 리,여가,가족 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상의 노후 비와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생

활교육 로그램을 한 노후생활을 5가지 생활 역,즉 생활설계기 역,정신‧신

체건강 역,경제생활 역.여가생활 역 가족 계 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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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35세 이상～60세 이하의 년기 여성들의 노후 비실태,노후생

활 교육에 한 일반 인 인식,교육내용,교육방법에 한 요구도를 알아보고,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노후 비에 한 일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조사 상자의 노후 비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조사 상자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교육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에 따

라 노후 비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5.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 노후

비도에 따라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 요구도 에는 어떠한 차

이가 나는가?

2.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 로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기 한

노후생활 역을 5가지 생활 역,즉 생활설계기 역,정신‧신체건강 역,경제

생활 역,여가생활 역 가족 계 역으로 구분하 다.이 때 각 생활 역에

한 요구도의 측정문항은 김하늬(2006)의 설문을 기 로 김인숙(2004),이 숙(2009),

정 태(2009)의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 다.

설문지는 총67문항으로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문항(11),노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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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일반 인 인식문항(9),노후 비 실태문항(9),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요

구도 문항(38)으로 구성되었다.

노후 비도를 묻는 질문은 클리경향(2010.10.5)과 이 숙(2009),김인숙(2004)논

문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하 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 다.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해 노후생활교육 로그

램에 한 요구도 문항과 로그램 내용 요구도 문항(생활설계기 역 6문항,

정신‧신체건강 역 6문항,경제생활 역 6문항,여가생활 역 5문항,가족 계

역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 다.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의 측정문항의 신뢰도

는 <표-15>와 같다.

<표-15>측정도구 문항의 신뢰도

문 항 문 항수 Cronbach'sα

요구도

생활설계기 역 6 .807

정신․신체건강 역 6 .854

경제생활 역 6 .877

여가생활 역 5 .854

가족 계 역 4 .847

비도 노후 비도 9 .838

체 36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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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이상～60세 이하의 기혼여성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3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분석하여 부 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 다.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 다.설문지

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335개가 회수되었으며 그 응답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91개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4.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노후 비에 한 경향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노후 비에 한 인식에 따른 노후 비도 노후생

활교육 로그램의 요구도 차이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여 분석하 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MultipleRange검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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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해석

1.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표-16>참조

조사 상자의 연령은 35세-40세 이하가 79명(27.1%),41-45세 이하가 44명

(15.1%),46-50세 이하가 53명(18.2%),51-55세 이하가 60명(20.6%),56세-60세 이하

55명(18.9%)으로 나타났으며,평균 연령은 47.8세로 표 편차는 7.528년 이 다.

학력은 고졸이하 57.4%, 졸 이상이 42.6%로 고졸이하가 많았고,결혼 상

태로는 남편과 거주하는 부부가 82.2%,기타(이혼,사별 외)가 17.8%로 상자

부분 재 남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종교는 무교가

34.5%로 높게 나타났는데,불교 33.8%,기독교 천주교 31.7%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2명이 55%,3명이상이 29.4%,1명이 15.6%로 나타났는데,조사

상자 부분이 자녀가 2명이고,막내 자녀의 연령은 20 이상이 42.1%로 가장

많이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는 7세 이하가 21.1%,14세-19세 이하가 18.6%,8

세-13세 이하가 18.2%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서는 취업자가 59.9%이며,비취업자가 40.1%로 조사되었다.여기에

서 조사 상자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보다 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종

사하고 있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에서 부분 여성들이 취업직종은 생산,

매,서비스이며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이는 상

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부분에는 취약하며 경제 인 노후 비가 많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은 201-300만 원 이하가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는

301만 원 이상이 28.5%,101만원-200만 원 이하가 25.5%,100만 원 이하가 17.0%

다.그리고 월평균 생활비는 101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가 40.1%로 부분 월평균



- 31 -

생활비가 200만 원 이하이며,201만 원 이상이 31.9%로 나타났다.통계청(2011년

1분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385만 8000원이며,

국 월평균 지출은 243만 9000원이다.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79만원이며,월평균 생활비가 195만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71.5%가

가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월 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국평균에 비해서는 소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후 비 축액은 101만 원 이상이 50.6%,100만 원 이하가 49.4%이며,

주거형태는 자가가 67.9%,기타( 세,월세,사 세 외)응답이 3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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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291,%)

일반 특성 빈도 백분율

연령

35세 이상-40세 이하

41세 이상-45세 이하

46세 이상-50세 이하

51세 이상-55세 이하

56세 이상-60세 이하

79

44

53

60

55

27.1

15.1

18.2

20.6

18.9

학력
고졸이하

졸이상

166

123

57.4

42.6

결혼상태3)
부부

기타

235

51

82.2

17.8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92

98

100

31.7

33.8

34.5

자녀의수

1명

2명

3명 이상

45

159

85

15.6

55.0

29.4

막내자녀연령

7세 이하

8세-13세 이하

14-19세 이하

20세 이상

60

52

53

120

21.1

18.2

18.6

42.1

직업유무
무

유

115

172

40.1

59.9

가계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

101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

201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

301만 원 이상

48

70

79

78

17.0

25.5

29.0

28.5

노후 비

축액

100만 원 이하

101만 원 이상

127

130

49.4

50.6

가계

월평균생활비

100만 원 이하

101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

201만 원 이상

76

108

87

28.0

40.1

31.9

주거형태4)
자가

기타

195

92

67.9

32.1

연속변수 평균 표 편차

연령(세) 47.8 7.528

막내자녀 연령(세) 17.2 9.606

월 가계소득(만원) 279 216.38

노후 비 축액(만원) 270 10355.75

월 가계 생활비(만원) 195 135.45

*결측치로 인해 총계에 차이가 있음.

3) 결혼상태 : 기타( 혼, 사별 외)

4) 주거형태 : 기타(전 , 월 , 사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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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상자의 노후 비에 한 일반 인식

  년기 여성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노후에 필요한 로그램이나 하고 싶은

로그램을 선택할 때 재 자신의 상태에 따라 로그램을 선택하는 기 이 될

수 있다. 한 수행기 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노후생활 로그램에 들어갈

내용을 악 할 수 있다.그러므로 노후에 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살

펴보았다.일반 인 인식을 조사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

(N=291,%)

문항 빈도 백분율

노후 비
시작연령

39세 이하
40세-49세 이하
50세 이상

104
88
91

37.0
31.1
31.9

노후필요자
월 평균 170만 원 이하
월 평균 171만 원 이상

151
132

53.4
46.6

노후생활의
요

건강
사회활동 참여
취미생활
자녀들의 성공
부부해로
신앙생활
경제력
좋은 친구 계

183
19
25
5
11
7
29
7

64.0
6.6
8.7
1.8
3.9
2.4
10.1
2.5

노후생활의
상 문제

경제력문제
건강 련문제
가정에서 역할상실,소외,고립
시간활용문제

122
128
24
12

42.7
44.8
8.3
4.2

노후에 하고
싶은 일

계속 인 경제활동
외국어,교양강좌 등 교육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생활
자원 사
가사 는 손 자녀 돌보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109
24
110
28
8
10

37.7
8.3
38.1
9.7
2.8
3.4

연속변수 평균 표 편차

노후 비 평균 연령(세) 41.85 12.427

노후 비 평균 필요자 (만원) 170 93.67

*결측치로 인해 총계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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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비를 몇 세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한 질문에 39세 이하 37%,50세

이상 31.1%,40세-49세 이하 31.9% 순으로 나타났으며,노후 비를 시작해야 하

는 평균 연령은 41.8세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노후가 을 때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는 170만원으로 나타났는데,월평

균 액을 기 으로 170만 원 이하 53.4%,171만 원 이상이 46.6%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에 해서는 건강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그 다음으로는 경제력이 10.1%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있어서의 문제 으로는 경제력문제가 42.7%와 건강 련문

제가 44.8%로 노후생활에서 가장 요한 과 가장 문제가 될 이 경제력과 건

강이라고 조사되었다.

임수민(2009)의 논문에서는 노후생활 비의 경제 계획의 요성은 건강 다음

으로 심이 높고,노후생활을 한 경제 비는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리기

해서,그리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기 해 높다고 하 다. 한 이 숙(2009)

의 논문에서도 노후에 가장 상되는 문제 으로 경제 인 문제 과 그 다음으

로 건강 련 문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

났다.

그리고 노후가 되면 하고 싶은 일에 해서는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생활이

38.1%와 계속 인 경제활동이 37.7%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김인숙(2004)과 송

석 (2004)의 논문에서도 노후가 되면 지속 인 경제활동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속 인 경제활동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후가 되었을 때 할 일이 있다는 자

체의 즐거움,그리고 생활비 마련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리고 노후가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고 않고 본인 스스

로 비하겠다는 년기 여성들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그러므로

년기 여성들의 취업에 한 직종 설명 취업지원에 좀 더 많은 사회 지원

과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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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 상자의 노후 비도

1)조사 상자의 노후 비 여부

앞서 조사한 내용을 심으로 년기 여성들의 재 노후에 해서 어떻게 인

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 재 노후 비에 해서 비를 하고 있는

자와 비하고 있지 않은 자를 조사함으로써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요구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노후 비를 하지 못하는 상자에게는 어떤 부분에 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자 하 다.

조사 상자의 노후 비 여부에 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18>와 같다.

<표-18>노후 비 여부

(N=291,%)

문항 빈도 백분율 이유 빈도 백분율
노후 비방법

(복응답)
빈도 백분율

노

후

비

여

부

하고

있다.
227 85.3

건강,편안하게 살고 싶다

가족 부담 싫다.

어려운 일 비

당당한 노후

88

54

20

65

38.8

23.8

8.8

28.6

국민연

공무원연

개인연

퇴직

,

부동산

주식,채권

기타

128

25

97

31

118

48

18

10

26.9

5.3

20.4

6.5

24.8

10.1

3.8

2.1

하고

있지

않다

39 14.7

국가사회보장제도 기

여유자 부족으로

필요성을 못 느낌.

남편이 알아서 해 .

자산이 충분함.

기타

6

22

1

2

6

2

15.4

56.4

2.6

5.1

15.4

5.1

*결측치로 인해 총계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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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통계(2008)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63.4%가 노후 비를

하고 있으며,이 여성은 59.8%,남성은 67.3%이다.노후 비를 하는 방법으로

는 국민연 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 이 50.5%,사 연 이 36.1% 순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응답한 년기 여성들 한 노후 비를 하고 있다가 85.3%,하고 있지

않다가 14.7%로 응답한 상자는 부분 노후 비를 하고 있었다.본 연구에서도 제

주여성 통계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이는 고령화 사회에 어들면서 노

후 비에 한 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후 비를 하는 이유는 38.8%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라고 하

다.이는 앞서 물어본 질문에서도 노후 비의 요성과 문제 으로 건강 이라는 응

답률이 높은 으로 보아,조사 상자 부분 건강이 노후생활에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박정희(2007)의 논문에서는 “건강이라는 문제는 가 신해 수 없는 문제

이며 스스로가 자신을 해 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노후를 해 비하고 있는 항목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국민연

(26.9%)과 ‧ (24.8%)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김경화(2005)의 논문에서도

언 한 로 노후 비를 해 선호는 방법으로 남성들은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 의 선호가 높다고 하 다. 한 김인숙

(2004)과 박정희(2007)의 논문에서도 년기 여성들은 노후생활 비에서 연 ,보험

에 한 정 인 반응을 보이며,노후를 비해 수익성 있는 투자(부동산,주식,

채권 등)에 해서는 부정 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 다.이는 부동산,주식,채권에

한 정보가 부족한 것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반 인 노후

비에 있어 경제부분에 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후 비를 하고 있지 않은 조사 상자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들 교육비

등으로 인해 여유자 부족 때문이다.계선자(1998)는 노후 비를 하지 않는 기혼

여성들의 이유로 자녀 교육 양육비용 등의 지출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으며,본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이는 년기 여성들이 노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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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에 있어서 노후 비자 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아이들의 교육비 지출로 하

지 못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2) 조사 상자의 노후 비도

조사 상자의 재 노후 비도에 해 알아보고자 하 으며,결과는 각 항목

별로 ‘매우 그 다’가 5 ,‘ 그 지 않다’가 1 으로 환산하여 평균 수를 산

출하 으며 그 결과는 <표-19>와 같다.

<표-19>노후 비도

(N=291)

문항 평균
표
편차

스스로 는 문가와 함께 노후 비를 한 설계를 해 본 이 있다. 2.29 1.175

노후를 해 가계수입의 20% 이상을 축하고 있다. 2.89 1.167

공 연 이외에 추가 인 축이 있다. 3.24 1.132

매달 정기 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노후 평균 월 가계소득의
80%이상이다. 2.23 .911

노후 생활비의 70~80%는 연 에서 해결 된다. 2.55 1.047

노후 의료비에 한 비를 해놓았다. 2.85 1.049

노후 비 시 을 구체 으로 정했다. 2.45 1.033

노년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목표를 정했다. 2.64 1.046

노후를 해 꾸 히 운동을 하고 있다. 2.76 1.059

체 2.66 1.069

*5 리커드척도 :1.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보통이다.4.그 다.5.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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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사 상자의 노후 비도 측정항목 4개는 평 (2.66)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5개 항목은 노후 비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재 노후 비도가 높은 항목은 공 연 이외에 추가 축을 하고 있다 3.24

,월평균 수입의 20%이상을 축하고 있다 2.89 ,노후 의료비에 해 비해

놓았다 2.85,노후를 해 꾸 히 운동을 하고 있다 2.76 으로 축,의료비,운

동 등 경제 인 면과 신체 건강부분에서는 노후 비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재 노후 비도가 낮은 부분이 노년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목표를

정했다 2.64 ,노후생활비는 70～80%에서 연 에서 해결 된다 2.55 ,노후 비

시 을 구체 으로 정했다 2.45 ,스스로 는 문가와 함께 노후 비를 한

설계를 해 본 이 있다 2.29 ,매달 정기 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노후

평균 월평균 가계소득의 80%이상 2.23 으로 조사되었다.

의 결과로 서 재 노후를 비해서 경제 인 비는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며 노후에 한 목표설정과 고정 인 수입 창출에 한 방안,

노후가 되면 해야 할 일 등을 정리 해보는 노후 비 설계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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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 상자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요구도

1)조사 상자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참여의사

 앞에서 노후에 한 일반 인 인식과 노후 비도를 알아보았다.그 내용을 바

탕으로 노후가 되었을 때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참여여부를 묻고 어떠한 로

그램을 받고 싶은지에 하여 빈도분석을 통하여 교육 요구도를 <표-20>과 같

이 조사하 다.

<표-20>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참여의사 여부

(N=291,%)

문항 빈도 백분율

참여의사
있다

없다

209

49

81.0

19.0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

시간이 없다.

심이 없다.

재취업할 정이다.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비용 때문에 부담 된다.

노후교육 로그램을 잘 모르겠다.

8

9

5

5

10

12

16.3

18.4

10.2

10.2

20.4

24.5

*결측치로 인해 총계에 차이가 있음.

노후가 되었을 때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해서 참여의사가 있다 81%로 교

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다가 19%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노후교육 로그램을

잘 몰라서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비용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4%가

나타났다. 한 시간이 없어서, 심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결과도 나타났다.이

는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노후생활

교육 로그램에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홍

보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한 맞춤형 교육

한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여

건들이 개선될 경우에 다수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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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상자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요구도

① 조사 상자의 일반 인 요구 실태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조사 상자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에 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21>과 같다.

<표-21>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

(N=209,%)

문항 빈도 백분율

교육일
(일주일 며칠)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24
48
105
5
27

11.5
23.0
50.2
2.4
12.9

일일 교육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24
110
46
21
8

11.5
52.6
22.0
10.0
3.8

원하는 시간 오
오후

171
38

81.8
18.2

교육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상

27
28
66
12
18
58

12.9
13.4
31.6
5.7
8.6
27.8

교육비
월 3만 원 이하

월 4만원～6만 원 이하
월 7만 원 이상

93
71
45

44.5
34.0
21.5

교육방법5)
강의 토론
장,실험실습
기타

69
119
21

33.0
56.9
10.0

교육기 6)

사회복지 +경로당 노인 학
평생교육원+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기타

55
70
25
59

26.3
33.5
12.0
28.2

홍보방법7)

지역신문+생활정보지
공공기 (도청,시청)외

방송매체
기타

53
58
85
13

25.4
27.8
40.7
6.1

연속변수 평균 표 편차

평균 일일 교육일(일) 2.9 1.089

평균 일일 교육시간(시간) 2.54 1.164

평균 교육 개월 수(개월) 4.8 3.464

5) 방법 : 기타(게 , 기타)

6) 기  : 기타(사 학원, 건강가정지원 , 기타)

7) 홍보방법 : 공공기 (도청, 시청, 각 련기  홈페 지), 기타(게시판- 고지, 포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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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 기간은 일주일에 3일을 받고 싶어 하는 응답자가

50.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2일 23%로 나타났다.5일 이상이 12.9%,1

일 11.5%,4일 이상 2.4%로 나타났다.7일을 기 으로 봤을 때 교육기간을 계획

할 때 일주일에 3일 이내로 교육기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한 교육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시간 22%,4시간 10%,1시간 11.5%로 나타났다.5시간 이상은 3.8%

밖에 응답하지 않아 추후 교육시간은 4시간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그

리고 원하는 시간 로는 오 81.8%로 오후 18.2%보다 많이 희망하고 있으므로

오 에 주로 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기간은 3개월 31.6%,6개월 이상 27.8%로 나타났다.일일 교육시간과 일주

일 교육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하는 반면 총 교육 기간은 크게 작용 하지 않았다.

교육비는 3만 원 이하 44.5%,그 다음으로는 월 4만 원-6만 원 이하가 34%,월 7

만 원 이상이 21.5%로 나타났다.교육비는 3만 원 이하의 렴한 비용을 선호하긴

하지만 교육비용 발생에 한 부담은 교육 참여를 해하는 요인들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한 지원도 필요하겠다.

교육방법으로는 장실습 강의 56.9%,강의 33%로 장실습을 가장 많이 선호

하긴 하 지만,그 다음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이 강의방법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학습방법과 함께 장체험,실습 등 을 병행하여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희망하는 교육기 으로는 평생교육원,주민자체센터 33.5%,사회복지 ,경로

당,노인 학 26.3%라고 나타났는데,이는 주거지 근처의 가까운 치에 있는 교

육기 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보방법으로는 방송매체가 40.7%로 가장 선호하 다.그리고 공공기 27.8%,지

역신문,생활정보지 25.4% 순으로 나타났다.주로 방송매체를 많이 선호하 는데,

비용문제가 크게 발생하므로 홍보 방법에 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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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 상자의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내용 요구도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을 생활설계 기 역,정신․신체 건강 역,경제생활

역,여가생활 역,가족 계 역으로 나눠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표-22>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내용 요구도

(N=209)

역 문항 평균
표

편차

생활설계

기 역

노년기 생활설계의 이해 필요성 3.73 .785

인생회고록 작성법 3.24 .862

재 생활과 노년기 생활의 변화 3.63 .767

가정과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3.68 .799

노년기 생활의 계획과 리 3.82 .814

정 노년상 정립 3.84 .818

계 3.66 .808

정신‧신체

건강 역

스트 스 리법 4.08 .810

소외․고독에 한 이해와 처방법 3.95 .959

노년기의 신체변화 3.88 .834

노년기의 건강유지법 4.23 .632

노년기 질병 방법 4.19 .725

노년기 질병 방을 한 식생활 리법 4.18 .718

계 4.09 .780

경제생활

역

노후 비 재테크 방법 3.55 .984

노년 자격증 취득 비 3.17 .961

노년 재취업 비 3.23 .906

노년 창업교육 3.05 .961

노후자 산출법 3.32 .968

유산 상속법 3.26 .966

계 3.26 .958

여가생활

역

노년기 여가생활에 한 정보제공 3.85 .829

노년기 자원 사 3.84 .733

노년기 사회활동 3.85 .820

노년기 여가 시간 리 3.90 .801

노년기 학습활동 3.59 .889

계 3.81 .814

가족 계

역

부부 계 증진 방법 3.48 .898

손 자녀 돌보기 방법 3.35 .811

원만한 가족 계 형성방법 3.77 .818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3.93 .789

계 3.63 .829

체 3.69 .839

*5 리커드 척도 :1. 필요없다.2.필요없다.3.보통이다.4.필요하다.5.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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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들의 교육내용에 한 교육 요구도의 평균값은 3.69로 5 만 을

기 으로 했을 때 교육요구도가 비교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역별 순 로는

정신․신체건강 역이 4.09 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다.다음으로는 여가생

활 역 3.81 ,생활설계기 역 3.66 ,가족 계 역 3.63 ,경제생활 역 3.26

순으로 나타났다.

역별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설계기 역은 정 노년상 정립 3.84

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 다음으로는 노년기 생활의 계획과

리 3.82 ,노년기 생활설계의 이해 필요성 3.73 ,가정과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3.68 , 재 생활과 노년기 생활의 변화 3.63 ,인생회고록 3.24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정 인 노년 상을 정립함으로써 노후가 을 때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신‧신체건강 역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유지법 4.23 으로 교육요구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노년기 질병 방법 4.19 ,노년기 질병 방을 한 식생

활 리법 4.18 ,스트 스 리법 4.08 ,소외‧고독에 한 이해와 처방법

3.95 ,노년기의 신체변화 3.88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신건강보다는 신체에

한 교육요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신체 건강 질병에 한 교육 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노년기에 발생되는 각종질병에 해 어느 정도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경제생활 역에서는 노후 비 재테크방법 3.55 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는 노후자 산출법 3.32 ,유산상속법 3.26 ,노년 재

취업 비 3.23 ,노년 자격증취득 비 3.17 ,노년 창업교육 3.05 순으로

나타났다.재취업 비나 창업교육에 한 교육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재 설문을 응답한 응답자가 비취업자인 년기 여성보다 취업자의 비율이 높으

므로 이들은 재 취업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취업과 창업에

한 욕구가 기 때문에 이 설문에서도 재취업 비나 창업교육에 한 응답비율

이 낮게 나타 난 것 같다.

여가생활 역에서는 노년기 여가 시간 리 3.90 으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노년기 여가생활에 한 정보제공 3.85 ,노년기 사회활동 3.85 ,

노년기 자원 사 3.84 ,노년기 학습활동 3.5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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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 역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3.93 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는 원만한 가족 계 형성방법 3.77 ,부부 계 증진

방법 3.48 ,손 자녀 돌보기 방법 3.35 순으로 나타났다.

조은숙(2006)의 논문에서는 성공 노화는 부부 계의 질에 요한 변수로서

오랜 시간 유지해 온 부부 계는 그들의 사회생활에서의 목표를 성공 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 지지를 제공해 주고 정서 안녕 감을 증진시켜 으

로써 성공 인 노후를 측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Antonucci@Akiyama,1995:

Rowe& Kahn,1998,2000에서 재인용)라고 하 다.그리고 노년기에는 이러한

부부 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계도 큰 향을 미치는데 정서 ,심리 교류

와 유 감을 지속시키는 것은 노인이 육체 ,정신 안정을 얻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년기 여성들의 노후생활설계에 있어서 부부 계가 가족 간 의사소통

에도 큰 향을 미치므로 부부 계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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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노후 비에 한 일반 인식에 따른 노후 비도의

차이

이제까지 노후에 한 일반 인 인식과 노후 비도,노후생활교육 로그램 내

용에 한 요구도까지 알아보았다.그리고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노후

비 련변수에 따른 노후 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 으며,사후검증으로는 Duncan'sMultipleRange검증

을 사용하 다.

그리고 노후 비 련변수는 노후 비 축액,노후 비연령,노후 비자 을

선택하여 항목으로 넣었으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3>참조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노후 비도는 결혼상태,종교,월평균 소득,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노후 련 변수에서는 노후 비연령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결혼상태에 따른 노후 비도의 차이를 보면 재 남편과 거주하고 있는 부부

가 기타(이혼,사별 외)보다 노후 비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종교는 기

독교인(천주교포함)이 노후 비도가 높았다.그리고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

하보다 301만 원 이상이 노후 비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소득이 높을수록 노

후 비도가 높았다.

주거형태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자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자

보다 노후 비도가 높았으며,노후 비 련 변수의 범주에서는 노후 비 시작

연령이 40세～49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노후 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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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조사 상자의 노후 비도의 차이

(N=291)

변인 구분 빈도
노후 비도

평균 D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연령

35세 이상-40세 이하
41세 이상-45세 이하
46세 이상-50세 이하
51세 이상-55세 이하
56세 이상-60세 이하

79
44
53
60
55

2.60
2.63
2.65
2.75
2.68

F 3.52

학력
고졸 이하
졸 이상

166
123

2.45
2.69

t -1.99

결혼상태
부부
기타

235
51

2.73
2.34

t 3.34*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92
98
100

2.80
2.60
2.51

b
ab
a

F 4.63*

자녀의수
1명
2명
3명 이상

45
159
85

2.56
2.72
2.59

F 1.23

막내자녀
연령

7세 이하
8세-13세 이하
14-19세
20세 이상

60
52
53
120

2.67
2.47
2.73
2.71

F 1.43

직업
유
무

172
115

2.53
2.74

t -2.21

가계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
101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
201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
301만 원 이상

48
70
79
78

2.40
2.40
2.73
3.05

a
a
b
c

F 13.84***

가계
월평균 생활비

100만 원 이하
101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
201만 원 이상

71
103
82

2.62
2.64
2.82

F 1.74

주거형태
자가
기타

195
92

2.77
2.42

t 3.81*

노후

비

련

변수

노후 비
축액

100만 원 이하
101만 원 이상

127
130

2.80
3.09

T -3.05

노후 비
시작연령

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104
88
91

2.67
2.83
2.55

ab
b
a

F 3.09*

노후필요자
월 평균 170만 원 이하
월 평균 171만 원 이상

151
132

2.54
2.86

t -3.54

*결측치로 인해 총계에 차이가 있음.

주)D:Duncan'sMultipleRangeTest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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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사 상자들의 특성,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노후 비도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과 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노후 비도에

따른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의 교육요구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t검

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해 Duncan'sMultipleRange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24>와 같다.

<표-24>조사 상자의 교육요구도의 차이

(N=209)

변인 구분 빈도

생활설계

기 역

정신,신체

건강 역

경제생활

역

여가생활

역

가족 계

역

모든 역

합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조

사

상

자

의

일

반

특

성

연령

35세 이상-40세 이하
41세 이상-45세 이하
46세 이상-50세 이하
51세 이상-55세 이하
56세 이상-60세 이하

61

33

38

37

40

3.68

3.66

3.80

3.64

3.50

4.15

4.09

4.12

4.07

4.00

3.61c

3.33c

3.28bc

2.97ab

2.81a

4.02c

3.81bc

3.87bc

3.67ab

3.47a

3.77

3.53

3.76

3.58

3.43

3.84b

3.68ab

3.80b

3.60ab

3.48a

F 1.26 .58 7.79*** 4.30* 1.87 3.07*

학력
고졸이하

졸이상

111

98

3.68

3.63

4.10

4.06

3.13

3.40

3.71

3.90

3.66

3.60

3.70

3.71

t .57 .43 -2.47 -1.93* .60 -.11

결혼
상태

부부

기타

168

37

3.67

3.63

4.10

4.05

3.27

3.23

3.81

3.76

3.65

3.52

3.72

3.67

t .30 .38 .24 .35 .92 .52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66

66

76

3.77

3.58

3.64

4.17

4.07

4.06

3.36

3.11

3.30

3.89

3.71

3.80

3.65

3.63

3.61

3.78

3.65

3.71

F 1.82 .85 1.69 1.06 0.26 .77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36

113

59

3.68

3.70

3.61

4.16

4.11

4.00

3.28

3.30

3.18

3.91

3.78

3.77

3.61

3.56

3.79

3.71

3.71

3.71

F .21 1.05 .33 .59 2.05 0.00

막내
자녀
연령

7세 이하
8세-13세 이하
14-19세
20세 이상

47
39
40
78

3.78
3.59
3.64
3.61

4.13
4.14
4.00
4.07

3.61b
3.50b
3.10a
3.00a

4.00b
3.92b
3.75ab
3.63a

3.77b
3.76b
3.37a
3.61ab

3.87b
3.77ab
3.60a
3.62a

F 1.01 .48 8.52*** 3.42* 3.00* 2.70*

직업
무

유

82

126

3.52

3.74

4.02

4.13

3.37

3.19

3.79

3.81

3.58

3.66

3.65

3.74

t -2.44* -1.32 1.56 -.24 -.89 -1.20

*결측치로 인해 총계에 차이가 있음.

주)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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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조사 상자들의 교육요구도의 차이

(N=209)

변

인
구분 빈도

생활설계

기 역

정신,신체

건강 역

경제생활

역

여가생활

역

가족 계

역

모든 역

합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조

사

상

자

일

반

특

성

가계

소득

(월)

100만원이하

101만원이상-200만원이하

201만원이상-300만원이하

301만원이상

31

51

63

57

3.53

3.67

3.72

3.66

3.78a

4.02b

4.18b

4.21b

2.90a

3.33b

3.41b

3.25b

3.40a

3.80b

3.91b

3.93b

3.46

3.65

3.74

3.61

3.50a

3.72b

3.78b

3.73b

F .79 4.43* 3.39* 5.56* 1.28 2.76*

가계

생활

비

(월)

100만 원 이하

101만원이상-200만원이하

201만 원 이상

53

85

65

3.61

3.68

3.68

3.92a

4.17b

4.13ab

3.12

3.26

3.37

3.63a

3.91b

3.83ab

3.55

3.68

3.65

3.59

3.78

3.73

F .30 2.90* 1.51 2.86* .56 1.69

주거

형태

자가

기타

138

68

3.63

3.73

4.06

4.13

3.20

3.39

3.79

3.83

3.67

3.58

3.69

3.77

t -1.10 -.71* -1.61 -.34 .90 -1.03

노

후

비

련

변

수

노후

비

축

액

100만 원 이하

101만 원 이상

125

62

3.66

3.67

4.10

4.05

3.30

3.18

3.89

3.61

3.63

3.63

3.75

3.63

t -.12 .55 .98 2.73 .06 1.33

노후

비

시작

연령

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82

58

64

3.78

3.63

3.50

4.17

4.02

4.04

3.51

3.14

3.02

3.96

3.69

3.69

3.75

3.56

3.54

3.85

3.63

3.59

F 4.09* 1.28 7.97*** 3.85* 2.05 4.81*

노후

필요

자

월평균170만원이하

월평균171만원이상

104

99

3.67

3.65

4.10

4.07

3.17

3.36

3.75

3.86

3.63

3.64

3.69

3.73

t .24 .41 -1.68* -1.08 -.14* -.50*

노후

비

도

1-2

3 이상

90

111

3.59

3.73

4.09

4.08

3.24

3.20

3.78

3.80

3.66

3.63

3.67

3.69

t -1.51 .14 .25 -.17 .21 -.23

*결측치로 인해 총계에 차이가 있음.

주)D:Duncan'sMultipleRangeTest,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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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로그램에서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막

내자녀연령,월평균소득,노후 비연령,노후필요자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경제생활 역,여가생활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40세 이하의 집단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김하늬(2006)의 논문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노후생활

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도가 조하다고 나왔다.그 이유가 은퇴연령이 아직

많이 남아서 재취업이나 다른 직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이

는 분석 상자들과(직업,성별,연령 외)노후 비실태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경제생활 역,여가생활 역,가족 계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세 이하의 집단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년기 여성들이 교육비 육아부담비용 때문에 경제

인부분에서 노후 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노후 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정신‧신체건강 역,경제생활 역,여가생활 역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월평균 소득이 201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후 비시작연령에 따라서는 생활설계기 역,경제생활 역,여가생활 역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39세 이하인 집단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

났다.이는 노후 비연령이 평균 41.85세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집단보

다 평균 2～6년 후에 노후 비를 하게 되며, 재의 생활이 노후에 반 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설계에 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후필요자 에 따라서는 경제생활 역에서와 가족 계 역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고,월평균 171만 원 이상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모든 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교육내용별에 따라

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여가생활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고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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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졸이상 에서가 교육요구도 높게 나타났다.김하늬(2006)의 논문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역에서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여가생활 역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상 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을 더 추구하며 질 으로 보다 더 나은 여

가생활을 즐기기를 원하는 것 같다.

직업에서는 생활설계기 역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비취업자 보다 취

업자가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서도 정신․신체건강

역과 여가생활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101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

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한 주거형태에서는 정신․신체건강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자가 주

택을 소유한 상자들보다 기타( 세,월세,사 세 외)집단이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에 내용을 정리해보면,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 요구도는 연령(40세 이

하)과 노후 비를 일 (39세 이하)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막내자녀 나

이가 어린(7세 이하)집단, 재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인 집

단,노후에 사용할 자 이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학력이 높은 집단, 재 취업상

태인 집단,노후 비 축액이 고,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 노후

생활교육 로그램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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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여성은 남성보다 상 으로 평균 수명이 높고,생활수 향상과 노후에 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 자신의 노후 비 노후설계가 필요하다.그러나

재 여성을 상으로 한 노후 련 연구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있다 하

더라도 노후생활 반이 아니라 생활의 한 측면에 을 두거나 평생교육의 측

면에서 단기 으로 이루어져 여성을 상으로 한 체계 이고 반 인 노후생활

설계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년기 여성을 상으로 노후에 한

일반 인 인식 노후생활설계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노

후생활설계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얻는 데 그 목 이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이상～60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경

향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노

후 비에 한 인식에 따른 노후 비도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의 요구도 차이는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 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MultipleRange검증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에서 노후 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으로는

39세 이하,노후가 을 때 필요한 자 으로 월평균 170만원으로 나타났다.노후생활

에서 가장 요한 과 가장문제가 되는 이 건강과 경제력이며,노후가 되면

하고 싶은 일에 해서는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생활과 계속 인 경제활동으

로 나타났다.

둘째,노후 비도 에서는 노후 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3%,하고

있지 않다가 14.7%로 응답자 부분 노후 비를 하고 있었다.그리고 노후 비를 하

는 이유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이며,노후 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

교육비 등으로 인해 여유자 이 부족 때문 이라고 나타났다.노후를 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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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있는 방법이 국민연 과 ‧ 으로 나타났으며,노후 비도를 살펴

본 결과 축,의료비,운동 등 경제 인 면과 신체 건강부분에서는 노후 비도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노후 시 목표설정,노후가 을 때

평균소득 유무,노후 비 설계 여부 등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해서는 비교 정 으로 나타나 노후생활교

육 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다가 참여의사가 없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참여의사

가 있는 상자들은 교육기간은 일주일에 3일,일일 2시간,오 시간을 희망하고

있었으며,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교육비는 3만 원 이하, 장실습,체험강의를

선호하 다.그리고 희망하는 교육기 으로는 평생교육원,주민자치센터이며 홍

보방법으로는 방송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노후생활교육 로그

램에 한 교육내용에 한 교육 요구도는 정신‧신체‧건강 역,여가생활 역,

생활설계기 역,가족 계 역,경제생활 역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노후 비도는 결혼상태,종교,월평균

소득,주거형태,노후 비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결혼하 고,기독교나

천주교의 종교를 가졌으며,월평균소득이 상 으로 높은 집단,그리고 자택을

소유하고,노후 비를 40세-49세부터 비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노후

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조사 상자들의 특성,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노후 비도에

따른 교육 요구도는 기혼 여성의 연령,막내자녀연령,월평균소득,노후 비연령,

노후필요자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별로는 정신‧

신체건강 역,경제생활 역,여가생활 역,가족 계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이러한 차이는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교육내용별

에 따라 학력,직업,월평균생활비,주거형태가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역

별로는 생활설계기 역,정신‧신체건강 역,여가생활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 요구도는 연령(40세 이하)과 노후 비를 일

시작(39세 이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막내자녀 나이가 어린(7세 이하)집

단, 재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인 집단,노후에 사용할 자

이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학력이 높은 집단, 재 취업상태인 집단,노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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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액이 고,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요구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 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년기 여성들은 노후 비가 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육아,

가사,아이들의 교육비 등으로 노후 비를 못하고 있으며, 비를 하고 있다 할

지라도 국민연 , 등 범 가 매우 좁았다.그리고 노후가 되기 에

경제 인부분,심리 인 부분,신체 인 부분 등에 해서 악을 하고 노후를

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비 방법을 모

르고 있었다.이에 공공기 ,사회단체,복지시설,평생교육원 등에서 노후를 맞

이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노후 비에 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

다.

둘째,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내용에 해서는 생활설계기 역에서는

정 노년상 정립,정신‧신체건강 역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유지법,경제생활 역

에서는 노후 비 재테크방법,여가생활 역에서는 노년기 여가시간 리,가족

계 역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등에 높은 요구도를 보 다.그리고 노후

비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경제 인 방법,신체 인 운동 같은 경우는 조 이라

도 비를 하고 있지만 정 노년 상 정립,여가 시간 리와 같은 역은

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재 년기 여성들이 실태를 악하여

알맞은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홍보도 필요하다.

셋째,비용발생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로그램 참여를 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의 한 측정 복지 차원에서의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 지역 인 근성이

떨어지거나 로그램을 받으러 올 수 없는 상자들을 하여 찾아가는 교육과

핵심 인 부분만 교육하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도는 연령,막내자녀연령,월평균소득,

노후 비연령,노후필요자 에서는 체 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체

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력,직업유무,월평균생활비,주거형태에서도 교

육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났다.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별,소득수 별 등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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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재 제주도 년기 여성의 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 실질 인 노후 비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

는 데 의의가 있다. 년기 여성을 한 생활설계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서,앞으로 년기 여성 뿐 아니라 재 노인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 상자의

확 와 함께 면 을 이용한 질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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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preparationforoldageanddemandsforthe

educationalprogramoftheold-agelifeinmiddleagedwomen

SeungHoeHwang

Majorofhomeeducation,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HyeYeonKim,Academicadvisor

  Currently,Koreanlifeexpectancyis77.2yearsofamanand84.1yearsof

awomanasof2010,itisincreasedbothamanis0.8yearandawomanis

1.8yearcomparingtoaverage76.4yearsofamanandaverage82.3yearsof

awomanfrom lifeexpectancyin34countriesofOECD.Also,thechangeof

aemploying pattern including thelength ofserviceto beshortened,the

retiredagetobemoved,andearlyretirementtobeincreasedisshortenedthe

periodofeconomicactivities.Therefore,itiscausedtheproblem whichdon't

preparelifefortheoldagesufficiently,incaseofwoman,thisproblem is

moreserious.But,thestudyandtheeducationalprogram forpreparingfor

oldageandfordesigningtheold-agelifeaimedatmiddleagedwomanare

insufficient.

Also,Jejuwhicharerelativelargewitholdmenoflongevity,especially,

partofwomen thatisn'tsignificantly differwith otherareas.Although

various educationalprograms are run in some community,they are the

currentold-orientedprogram ortheeducationforoldageaspectoflif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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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Inaddition,itisone-timespeciallectureoronlycontentsofthe

lifeparthoweverthefamilylifeprogram foroldage,itdoesn'tconductthe

systemicandcontinuouseducationforoveralllifeforpreparingtheoldage.

Insuchabackground,variousprogramsareoperatedinJeju-do,butit

hasn'ttheguidelineforeducationtopreparetheoldage,itdoesn'teducate

thedetailedparttopreparetheoldage,thereforeitisrequiredtoseekthe

utilizingplanbyresearchingdemandsforitemstobeprepareddetailsforold

ageinmiddleagedwomen.

Thestudyresearchestheactualpreparationfortheoldageaswellas

recognizing the general preparation for it, analyzes demands for the

educationalprogram oftheold-agelife.

Toachievepurposeofthestudyaaim,itissurveyedformarriedwomen

from 35yearsto60yearslivedinJeju.Itisusedfrequencyanalysisand

technical& staticalanalysistoanalyzegeneralcharactersandtrendofsubjects,

isconductedt-testandonewayANOVAtofindthedifferenceinpreparationfor

theoldageanddemandsfortheeducationalprogram oftheold-agelife,and

isusedDuncan'sMultipleRangetestastheposterioritests.

Findingsfocusedonresultsanalyzedareasfollows;

Firstly,most of middle aged woman is knowing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fortheoldage,butaren'tpreparedfortheoldagebycaring

babies,housework,andtheeducationalfee,itsscopeisverysmallasthe

nationalpensionplan,deposit,andinstallmentsavings,howevertheyprepare.

Andalthoughitisnecessarytobepreparedtounderstandtheeconomical,

psychological,andphysicalpartsbeforetheoldage,theydon'tknow theway

bypoorinformation.Therefore,itisrequiredtoprovidevariousinformation

to find whatone's wantand to prepare forthe old age from public

organizations,community,welfarefacilities,lifelong educationcenterswhen

theymeettheol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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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fortheeducating contentsintheeducationalprogramsofthe

old-agelife,itisshownhighdemandsthatthebasicpartoflifedesign

establishes positive old-age form,the partofpsychologicaland physical

healthkeepstheold-agehealth,thepartofeconomicallifeisinvestment

techniques,theparofleisurelifemanagesthesparetimeoftheoldage,the

partoffamily relationsisthecommunication way between families.And

resultstobesurveyedforthestatusofpreparingtheoldage,theypreparea

littlethepartoftheeconomicalwayandthephysicalexercise,buttheydon't

preparethepartofestablishingthepositiveold-ageform andofmanaging

thesparetimeatall.Anditisrequiredtodeveloptheproperprogram by

understanding thestatusofmiddleagedwomenandtopromoterightfor

them.

Thirdly,they don'ttakeparticipated in theprogramsby thehigh fee,

therefore ithastomeasurethepropereducationfeeandtopreparetheplan

whichcansupporttheeducationfeeaspectofwelfare.Also,itwillbevisit

subjectswhocannotcometoreceivetheeducationorstayfarawayfrom the

placeandwillbeproceedthecustomizededucationwhichonlyeducatethe

corepart.

Fourthly,demands forthe educationalprogram ofthe old-age life is

significantlyshownthedifferencebyoverallpartswhichareage,ageofthe

lastchild,income,ageforpreparingtheoldage,reservefundsfortheold

age.Nothedifferenceinoverallparts,butitisshwonthedifferencefrom

education,thejobstatus,theaveragelivingexpensesinamonth,andthe

housingtypeofeach.

Results ofthis study willutilize the basic materials to develop the

educationalprogram fortheold-agedesignaimedatmiddleagedwomenin

the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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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NO.

년여성의 노후 비도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요구도 연구

안녕하십니까?

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가정교육 석사과정에 재학 인 학생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귀 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 년기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노후 비는 상 으로 미흡

한 실정으로 미래를 계획하여 노년을 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가사 등으

로 인해 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방 인 차원의 계획 인 노후생활

비가 실히 요구되며 노후가 되었을 때 필요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년

기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년기 여성들을 상으로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며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응답에 한 내용은 비 보장 순수한 연구목 으로만 사

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 부탁드립니다.

2011년 5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가정교육 공

지도교수 :김혜연 교수

연 구 자 :황승회(H.P010-5794-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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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1.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2.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졸 ②고졸 ③ 졸 ④ 졸 ⑤ 학원졸 이상

3.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남편과 거주(부부)②이혼 ③사별 ④기타

4.종교는 무엇입니까?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무교 ⑤기타종교( )

5.귀하의 자녀는 재 몇 명입니까?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이상

6.막내자녀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세

7.귀하는 직업이 있으십니까?(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업주부 ② 사무직 ③ 생산직/단순직

④ 서비스직 ⑤ 매직 ⑥ 리직

⑦ 자 업,상공업 ⑧ 특수 / 문직 ⑨ 농업 /어업

⑩ 기타 (기입해 주세요.)

8.귀하의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약( )만원

9.귀하는 노후를 비한 축액은 얼마나 있습니까?약( )만원

10.귀하의 월평균 가계 생활비는 어떻게 됩니까?약( )만원

11.주거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자가 ② 세 ③ 월세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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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노후 비에 한 일반 인 인식과 련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귀하께서는 노후 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13번으로)②아니오(12-1번으로)

12-1노후 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택해주세요)

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기 하고 있으므로

② 아이들 교육비,생활비 등 지출할 돈이 많고 여유 돈이 없어서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한다.

④ 남편이 알아서 해 다.

⑤ 노후가 되면 자녀들이 알아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⑥ 퇴직 이나 연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후 비가 따로 필요 없다.

⑦ 기타( )

13.귀하께서는 노후 비를 몇 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14.귀하께서는 노후 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② 노후에 가족,자녀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③ 건강문제 등 어려운 일에 비하려고

④ 노후를 보람되고 당당한 삶을 하여

⑤ 기타( )

15.귀하께서는 노후를 해 어떤 비를 하고 계신지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국민연 ② 공무원연 (교직원,군인포함)③ 개인연 (개인가입연 )

④ 퇴직 ⑤ , ⑥ 부동산 ⑦ 주식,채권 ⑧ 기타( )

16.노후가 을때최소한월평균생활비는얼마정도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월 평균( )만원

17.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①건강 ②사회활동에 참여 ③취미생활을 가지는 것

④자식들의 성공 ⑤부부해로 ⑥신앙생활 ⑦경제력 ⑧좋은 친구 계 ⑨기타( )

18.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 문제 ② 건강 련문제 ③ 가정에서 역할상실,소외,고립문제

④ 사회에서 소외,고립문제 ⑤시간활용문제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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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귀하는 노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으신지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계속 인 경제활동

② 외국어,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③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활동

④ 자원 사

⑤ 가사 는 손 자녀 돌보기

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⑦ 기타( )

20.다음은 귀하께서 노후 비와 련된 질문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스스로 는 문가와 함께 노후 비를 한
설계를 해 본 이 있다.

노후를 해 가계수입의 20% 이상을
축하고 있다.

공 연 이외에 추가 인 축이 있다.

매달 정기 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노후
평균 월 가계소득의 80%이상이다.

노후 생활비의 70～80%는 연 에서 해결
된다.

노후 의료비에 한 비를 해놓았다.

노후 비 시 을 구체 으로 정했다.

노년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목표를
정했다.

노후를 해 꾸 히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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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요구도 조사입니다.귀하가 필요하고

받고 싶으신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귀하께서 노후가 되었을 때 노후생활교육 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①있다(22번으로)②없다(21-1번으로)

21-1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다.

② 심이 없다.

③ 재취업 할 정이다.

④ 남들 이목이 의식된다.

⑤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⑥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부담된다.

⑦ 노후 생활설계를 철 히 해 놓았다.

⑧ 노후교육 로그램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⑨ 기타( )

22.귀하께서 노후에 교육 로그램을 받는다면 원하는 시간과 기간은 어느 정도로

희망하고 계십니까?

주( )일 /하루( )시간 /시간 (오 ,오후)/( )개월

23. 에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귀하께서 교육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참여하겠다(23-1번으로)② 참여하지 않겠다.

23-1참여하시겠다면 교육비는 어느 정도가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 3만 원 이하

② 월 4만 원 이상 ～ 6만 원 이하

③ 월 7만 원 이상 ～ 9만 원 이하

④ 월 10만 원 이상 ～ 12만 원 이하

⑤ 월 13만 원 이상

⑥ 기타( )

24.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의 ② 토론형 학습 ③ 장학습 ④ 실험실습 ⑤ 게임 ⑥기타( )

25.귀하께서는 향후 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을 받는다면 희망하는 교육기 은 어떤

곳입니까?

① 사회복지 ② 경로당 노인 학

③ 주민자치센터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⑤ 사설학원 ⑥ 문화센터

⑦ 학 내 평생교육원

⑧ 기타( )

26.노후생활교육 로그램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① 지역신문 ② 생활정보지 ③ 기 홈페이지 ④ 공공기 (도청,시청 외)

⑤ 게시 ( 고지,포스터)⑥ 텔 비 ,라디오 등 방송매체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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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노후생활교육 로그램 교육내용에 한 문항입니다.귀하께서 노후에 받고 싶은 교육

내용에 ∨표시 해 주세요.

번

호
문항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노년기 생활설계의 이해 필요성

2 인생회고록 작성법

3 재생활과 노년기 생활의 변화

4 가정과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5 노년기 생활의 계획과 리

6 정 노년상 정립

7 스트 스 리법

8 소외․고독에 한 이해와 처방법

9 노년기의 신체변화

10 노년기의 건강유지법

11 노년기 질병 방법

12 노년기 질병 방을 한 식생활 리법

13 노후 비 재테크 방법

14 노년 자격증 취득 비

15 노년 재취업 비

16 노년 창업교육

17 노후자 산출법

18 유산상속법

19 노년기 여가생활에 한 정보제공

20 노년기 자원 사

21 노년기 사회활동

22 노년기 여가 시간 리

23 노년기 학습활동

24 부부 계 증진 방법

25 손 자녀 돌보기 방법

26 원만한 가족 계 형성방법

27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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