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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

The Images of the Elderly Perceived by Mid and Older-aged Adul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ater Life

여연정*, 김진숙**

Yeon-Jung Yeo*, Jin-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3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중 심리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다음으로 신체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이거나 부모 모두 생존할 경우, 노인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기혼일
경우 노인의 심리적 이미지가 좋았으며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게 책정할수록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이미지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도는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순으로 높았다. 반면 준비가
부족한 것은 경제적 준비, 여가·사회적 준비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을
수록, 전문직일수록, 정규직일수록,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 책정할수록 노후생활 준비도가 높았다. 셋째, 중장
년층의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는 하위요인 간에 서로 영향을 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노후생활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바람직한 노인 이미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적 지원의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
사한다.

주요어 : 중장년, 노인 이미지, 노후생활 준비도

Abstract This study recruited adults aged 35 to 64 living in Daegu and Gyeongsang buk-do to analyze the 
images of the elderly perceived by the mid and older- aged adul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images of elderly people recognized by the research 
subjects, psychological images were the most positive, followed by physical and social images.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 level, full-time job, and parents alive had more positive images of the elderly. The 
psychological images were better in those married compared to singles or divorcees, and the higher the age 
considered as elderly, the better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images of the elderly. Seco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the mid and older-aged adults was better in order of emotional and physical preparation, whereas 
economic and leisure and social preparation were not enough. Those who are female,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 level, higher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professional job, and full-time job, and those who 
have an older age in mind as a definition of elderly have been better prepared for later lif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ub-factors of their images of elderly people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ffected each other, 
and the more positive their images of elderly people, the better they had been prepared for later in lif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s a desirabl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images of the elderly, implicating the 
necessity of exploring measures to provide individual and social support and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successful life after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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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

었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가 세계

적인 추세이다[9]. 기존 선진국에 비해 단시간동안 급격

히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노인

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

회로의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시기와 맞물

려 대비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노인과 가족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인식도 미

흡한 실정이다[8]. 고령화 사회에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

인들이 많다는 것은 불행한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질 가

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

으며 사회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과거 노인은 존경을 받으며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지

만 산업사회의 발달은 노인을 비생산적이고 부담스러운

부정적 존재로인식하게하였다[3]. 그로인해 노인 문제에

대한적극적개입과해결을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고있는중장년층의 의식에도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노후 정책과 노년기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

년준비의식이 높다고 하였다[5].

또한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생리학적 변화와 인지능

력 및 성격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와 같은 노화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식 정도와 긍정적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노후 생활

을 준비하고 영위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13]. 노년기의 삶은 노년기 이전의 삶

을 기초로 하며 노년기 이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

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6]. 따라서 예비 노

인세대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향후 고령화 사회의 노인이 가지는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우리사회의 노인 문제와 노인의 권위상

실을 직접 접하며 현재의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세대로

향후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노후준비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현대사회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다 높

은 차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

순히 기본적 의식주 욕구를 채우는 노후생활에서 벗어

나 노인의 생활적응과 다방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후생활 즉, ‘성공적인 노후’를 지향하

고 있다[13].

현재 중장년층이 지향하는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는 경제적·신체적·정서적·여가·사회적 다방면에서 노후

생활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를 맞이할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35

세부터 64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를 살펴보고 노후생활 준비

도와 노인 이미지 사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조사

하고자 한다.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

도에 관한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예비 노인의 성공적

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노후 생활 준비에 관련 있는 변인들을 조

사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3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글 온

라인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26부 중에

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11부를 제외한 31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 중 노인 이미지를 측정

하기 위해 [11]를 국내에 맞게 번안·수정하고 [10]이 수

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노후생활 준비도는 [4]와

[13]이 개발한 척도를 기본으로 [2]와 [3]의 척도를 수

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대상자의 통계적 자료 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5.0을 사용하였다. 척도

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를 산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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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ean SD t/F

학력

고졸 이하 75 2.65 0.93

8.457
2-3년제 대학교졸 37 3.00 0.81

4년제 대학교졸 162 3.03 0.64

대학원졸 41 3.39 0.94

결혼

기혼 225 2.98 0.80

3.150
미혼 73 2.93 0.81

이혼 10 2.77 0.79

사별 7 3.86 0.74

직업 사무직 95 2.98 0.70 3.691

구분 N Mean SD t/F

기술직 29 2.63 1.03

생산직 22 2.54 0.98

영업직 45 3.06 0.93

전문직 87 3.17 0.74

기타 37 2.98 0.57

부모 생존
유무

모두 생존 173 3.07 0.74

3.915
아버지만 생존 16 2.39 1.02

어머니만 생존 61 2.95 0.86

모두 부재 65 2.92 0.81

구분 N Mean SD t/F

성별
남성 168 3.38 0.74

-2.135
여성 147 3.55 0.69

학력

고졸 이하 75 2.99 0.87

17.740
2-3년제 대학교졸 37 3.47 0.70

4년제 대학교졸 162 3.59 0.59

대학원졸 41 3.81 0.54

고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이미지, 노

후생활준비도의차이를알아보기위해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대상

자들의 노후생활 준비도와 노인 이미지의 하위요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1)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

여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이미지는 2.82 (SD=

0.76), 심리적 이미지는 2.98 (SD=0.81), 사회적 이미지

는 2.83(SD=0.75)로, 심리적 이미지가 가장 높고 신체

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Table 1. An image of the elderly recognized by the middle-aged.

Min Max M SD

신체적 이미지 1.00 4.71 2.82 0.76

심리적 이미지 1.00 5.00 2.98 0.81

사회적 이미지 1.00 5.00 2.83 0.7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이미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이 대학원 졸

이거나 현재 결혼 상태가 사별이거나 전문직이거나 부

모가 모두 생존일 경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이미지 차이

Table 2. Psychological Image Differences of the Elderly by

General Characteristics

2.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도

1)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도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 하위 요인인 신체적 준비

는 3.09(SD=0.69), 경제적 준비는 3.08(SD=0.75), 정서적

준비는 3.46(SD=0.72), 여가·사회적 준비는 3.01(SD=0.8

7)로, 정서적 준비가 가장 높고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

비, 여가·사회적 준비 순서로 나타났다.

표 3.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Table 3. Preparing for the Elderly's Retirement Life

Min Max M SD

신체적 준비 1.13 5.00 3.09 0.69

경제적 준비 1.17 5.00 3.08 0.75

정서적 준비 1.17 5.00 3.46 0.72

여가·사회적 준비 1.00 5.00 3.01 0.87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노후 준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준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한 결

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이거나 학력이

대학원 졸이거나 결혼 상태가 사별이거나 월평균 가계

수입이 650만원 이상일 경우, 높았고 직업이 전문직이

거나 부모가 모두 생존일 경우, 높았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노후 준비도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emotional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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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ean SD t/F

결혼

기혼 225 3.52 0.73

2.692
미혼 73 3.30 0.66

이혼 10 3.13 0.85

사별 7 3.68 0.77

월평균
가계
수입

150만원 미만 15 3.54 0.32

5.093

150∼250만원 이하 42 3.07 0.67

250∼350만원 이하 44 3.27 0.84

350∼450만원 이하 66 3.45 0.75

450∼550만원 이하 38 3.41 0.74

550∼650만원 이하 33 3.65 0.59

650만원 이상 77 3.73 0.63

직업

사무직 95 3.45 0.65

12.886

기술직 29 3.02 1.03

생산직 22 2.69 0.77

영업직 45 3.42 0.69

전문직 87 3.77 0.49

기타 37 3.63 0.57

부모 생존
유무

모두 생존 173 3.55 0.62

4.967
아버지만 생존 16 2.86 1.18

어머니만 생존 61 3.44 0.73

모두 부재 65 3.39 0.75

3.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간의 상관관계

1)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간의 상관관계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하

위 요인들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특히

신체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r=0.805), 신체적 이미지

와 심리적 이미지(r=0.738), 심리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

미지(r=0.817)이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간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Image of the Elderly and the

Preparation of Old Age Life

노인 이미지 노후생활 준비도

신체 심리 사회 신체 경제 정서
여가/
사회

신체적
이미지

1 　 　 　 　 　 　

심리적
이미지

0.738
***

1 　 　 　 　 　

사회적
이미지

0.805
***
0.817

***
1 　 　 　 　

신체적
준비도

0.410
***
0.363

***
0.406

***
1 　 　 　

경제적
준비도

0.437
***
0.368

***
0.438

***
0.633

***
1 　 　

정서적
준비도

0.367
***
0.387

***
0.425

***
0.677

***
0.640

***
1 　

여가/사회
준비도

0.229
***
0.238

***
0.325

***
0.607

***
0.540

***
0.661

***
1

*
p<0.05,

**
p<0.01,

***
p<0.001

2) 노후생활 준비도가 노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노후생활 준비도의 하위요인이 노인 이미지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노후생활 준비도의 하위요인이 신

체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F=23.630, p<0.001로 유

의하고, 22.4%의 설명력을 가졌다. 심리적 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은 F=18.005, p<0.001로 유의하고, 17.8%의

설명력을 가졌고 사회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F=23.892, p<0.001로 유의하고, 22.6%의 설명력을 가졌

다.

표 6. 노후생활 준비도가 노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Table 6. Differences in Leisure and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신체적 이미지 심리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064 　 5.386 1.210 　 5.592 1.004 　 5.172

신체적
준비

0.256 0.234 3.150*** 0.180 0.154 2.016* 0.144 0.134 1.802

경제적
준비

0.297 0.292 4.199*** 0.187 0.174 2.424* 0.238 0.238 3.427***

정서적
준비

0.128 0.122 1.552 0.275 0.246 3.048** 0.194 0.188 2.400*

여가/
사회적
준비

-0.132-0.151-2.173* -0.103-0.112 -1.560 -0.008-0.009 -0.131

Adj.R2=0.224
F=23.630***

Adj.R2=0.178
F=18.005***

Adj.R2=0.226
F=23.892***

*
p<0.05,

**
p<0.01,

***
p<0.001

3) 노인 이미지가 노후생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이미지의 하위요인이 노후생활 준비도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 이미지의 하위요인이 신체적 준비

에 미치는 영향은 F=23.523, p<0.001로 유의하고,

17.7%의 설명력을 가졌고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은 F=27.960, p<0.001로 유의하고, 20.5%의 설명력을

가졌다. 또한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F=23.713,

p<0.001로 유의하고, 17.8%의 설명력을 가졌고 여가/사

회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F=12.786, p<0.001로 유의

하고, 10.1%의 설명력을 가졌다.

표 7. 노인 이미지가 노후생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7. Differences in Leisure and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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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B β t B β t

(상수) 1.902 　 12.915 1.731 　 11.072

신체적
이미지

0.207 0.226 2.551
*

0.241 0.245 2.808
**

심리적
이미지

0.033 0.038 0.417 -0.026 -0.028 -0.316

사회적
이미지

0.179 0.193 1.857 0.265 0.264 2.588
**

Adj.R2=0.177 F=23.523*** Adj.R2=0.205 F=27.960***

Model 3 Model 4

정서적 준비 여가/사회적 준비

B β t B β t

(상수) 2.229 　 14.523 2.011 　 10.371

신체적
이미지

0.044 0.047 0.525 -0.090 -0.078 -0.841

심리적
이미지

0.098 0.110 1.205 -0.069 -0.064 -0.666

사회적
이미지

0.288 0.298 2.867
**

0.514 0.440 4.049
***

Adj.R2=0.178 F=23.713*** Adj.R2=0.101 F=12.786***

*
p<0.05,

**
p<0.01,

***
p<0.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예비 노인세대의 노

후생활 대비 방향을 설정하고 성공적 노후준비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노후생활 준비도를 살펴보고 각

각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서

얻어진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를 살펴보았

다.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중 심리적 이미

지가 가장 긍정이었고 다음, 신체적 이미지, 사회적 이

미지 순이었다. 노인 이미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은 학력, 직업, 근무형태, 부모의 생존 유무

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이거나 부모 모두

생존할 경우, 노인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선행연

구 [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 중 사회적 이미지

가 가장 낮은 것을 보면 사회 전반에 노인의 역할과 이

미지가 부정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노인 이미지가 교

육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

어야 할 것은 노인들의 재사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

책 마련을 통해 노인 자체를 사회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도를 살펴보면, 정서

적 준비, 신체적 준비 순으로 높았으며, 준비가 부족한

것은 경제적 준비, 여가·사회적 준비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 준비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력, 월평균 가계수입, 직업, 노인의 기준 나이였다. 여

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을수

록, 노후생활 준비도가 높았으며, 본 결과는 선행연구

[1]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전문직일수록, 정규직

일수록,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 책정할수록 노후생활

준비도가 높았다.

다음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경제적 준비는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년

층이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뿐만 아니

라 고용노동부, 직장,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경제적 노후 준비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

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와 노후 관련

보험, 저축 등을 신뢰성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들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노인 이

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는 서로 영향을 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노후생활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의 선행 연구결과와도 같

은 맥락이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이 노인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

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노후생활을 준비

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 준비도는 서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영향력은 더욱 명확해졌다.

현재의 중장년층은 노인인구를 부양하고 미래의 초

고령 사회를 경험하게 될 세대이다. 그들이 앞으로 어

떻게 노후를 준비 하는지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다음 예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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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는 현재 중

장년세대가 바라보는 노인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 만들

어질 수 있고 그들은 미래 자신의 노인 이미지와 긍정

적 비교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주체적

인 노후준비와 사회 전체의 긍정적 노인 이미지는 노인

스스로 사회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들은 사회구

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 성공적인 노후생

활을 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다시 후세대에 긍정적

노인 이미지로 발현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결고리는

급속도로 이루어진 고령화 사회에서 긍정의 선순환 관

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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