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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연령별 은퇴자들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요구되는 사회 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70대, 60대, 

50대 각 2명씩 선정하였고, 집단 활동과 개인면담으로 수집한 사진 24장, 설명 24건, 이야기 44건, 총 92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의 인식으로 70대는 <사회적 책임감과 품위 있는 높은 경지의 삶을 준비함>, 60대

는 <비움과 보은의 자세로 사회적 책임과 봉사의 삶>, 50대는 <경제적 안정과 배려로 자립하는 삶>이었다. 노년기

가 길어진 은퇴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 일자리와 봉사자리 마련에 대한 연구와 

사회복지정책지원이 시급하며, 또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교육의 시행기간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는 은퇴자를 위한 노년기 사회 복지적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연구

의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연령별, 은퇴자, 성공적 노화, 질적 연구, 포토보이스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PhotoVoic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life 

experiences of retirees by age in depth and derive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required for 

successful aging of retirees. Two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selected in their 70s, 60s, and 50s, 

and 24 photos, explanations, 44 stories, and 92 data collected through group activities and personal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those in their 70s were 

"Preparing for a High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Dignity," those in their 60s were "Lif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Service with Embarrassment and Boeun," and those in their 50s were "Life 

of Self-reliance with Economic Stability and Consideration." In order to prevent social problems for 

retirees with longer old age, research and social welfare policy support for their social jobs and 

volunteer positions are urgently needed, and the sooner the preparatory education is implemented 

so that they can prepare enoug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senting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social welfare alternatives for reti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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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동안 출산율을 급증시켰으며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이

들의 대량 은퇴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 하게 되었다. 2020년까지 약 730만여 

명이 은퇴를 했고, 2023년까지 대량 은퇴는 계속 진행 

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과학과 의학의 점진적 발달

로 인해 100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이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은퇴는 은

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며, 노동력의 대량 부족현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건강과 경제적 위기감, 노인 학

대, 고독감, 우울, 자살충동 등의 불안한 현상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1]. 최근에는 은퇴의 개

념이 은퇴 후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과정적인 것

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길어진 평균 수명을 일하는 삶

의 연장으로 보고 은퇴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  

이러한 노년기에 대한 관심의 변화는 노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잔유능력을 극

대화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성공적 노화의 

현상들을 예측가능[3]하게 하며. Rowe와 Kahn의 단순

히 질병이 없는 상태인 보편적 노화를 성공적 노화와 구

분하여 세계 모든 국가의 관심의 대상[4]이 되었다. 성공

적 노화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 그 구성 요인으로는 자율, 

건강, 개인성장, 안락함, 역할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5]등이다. 최근에는 육체적 무질병 건강과 공동체

의 긍정적 소속감, 여가생활 선용, 가족애 등 다양한 요

소들이 결합된 웰빙이라는 총체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Cheng은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인지적·사회적·심리적 

기능에 있어 연령에 적합한 것이라고 정의한다[6]. 또 성

공적 노화 인식은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

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7].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 관련 선행 연구는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와, 은퇴 자산에 대

한 전략, 노후보장 개선방안, 은퇴 이후의 경제적 노후 

준비, 성공적 노화의 인식, 프로그램, 학습에 관련된 노

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은퇴의 의미나 태도와 불안, 우울에 대한 연구들과 은

퇴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소수이고 양적 연구이며, 

특히 연령별 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본 질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포토보이스를 활용하

여 연령별 은퇴자의 삶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요구되는 사회 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

구의 질문은 연령별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Wang과 Burris가 사회적 소수집단 약자들의 목소

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포토

보이스 연구방법이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를 가지게 된 각 대상들의 인식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포토보이스는 참여자가 직접 주제 사진을 찍어오

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

는 연구방법이며, 지역사회기반의 참여연구로, 그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자는 물론 연구 과정에서 상호작용하

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연구 참여자의 삶

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의의[8]가 있다.

본 연구에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은퇴자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욕구에 대한 사진과 심층적 표현을 바탕

으로 은퇴자 집단의 내면의 소리를 표출하게 되고, 사회

적 이슈들을 재진단하여, 사회복지의 정책적인 방안마련

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윤리적보호를 위해 심의(승인번호:KUIRB 

2020-0054)를 받았으며, 조사도구로 면담지침서와 질

문지는 사전검사를 통해 내용을 구성하였고, 개인면담

은 3~5회로 하고 1회당 소요시간은 90분으로 면담의 

녹음과 필사, 녹화, 현장관찰기록 등을 병행하였다. 연

구 설계는 Wang과 Burris가 제시한 9단계에 기초한 4

회기이다. 1회기 참여자 선정은 50대, 60대, 70대의 은

퇴 후 기간이 5년이 넘지 않는 은퇴자로 사진촬영과 사

진공유용 SNS활용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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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2명, 60대 2명, 70대 2명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모집은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 기준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2회기 오리엔테이션은 연구자소개 

및 연구내용과 진행방법을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했다. 3회기는 참여자

가 찍은 사진 중 주제에 잘 부합되는 사진과 설명을 선

별하였다. 마지막 4회기는 토론을 통하여 문제도출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준비로 포토보이스 관련 도서 5회 이상 정

독, 포토보이스 논문 18편을 3회 이상 숙지, 동영상 강

의 5회 수강, 다큐멘터리사진 강좌 5회 수강 및 출사경

험 및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다. 자료분석은 Wang과 

Burris의 참여적 분석법 중 선택, 맥락화, 범주화의 3단

계로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 6명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설명과 이야기를 기록

하고 분석하여 연령별 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얻었다.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6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3명 남성이 3명이다. 연령대는 

50대 2명, 60대 2명, 70대 2명이다. 6명 모두 기혼이

며 자녀는 1명, 3명의 경우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자

녀가 2명이다. 모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조기은퇴

가 2명, 나머지는 정년은퇴이다. 은퇴 후 기간은 모두 

5년 이내,. 은퇴 후 경제 활동은 모두 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s 1 2 3 4 5 6

Gender M M F M F F

Age(group) 70 70 60 60 50 50

Marriage Y Y Y Y Y Y

Children 2 2 1 3 2 2

Family Y Y Y Y Y Y

Reason for 
retirement

retirem
ent age

retirem
ent age

retirem
ent age

retirem
ent age Early Early

Post 
retirement 

period

Within 
5 years

Within 
5 years

Within 
5 years

Within 
5 years

Within 5
years

Within 
5 years

Economic 
activity after 
retirement

N N N N N N

3.2 사진과 설명과 이야기

연구 설계에 따라 진행된 결과물에서 선택된 70대 

은퇴자의 경우에 사진 8장 설명 8건 이야기 20건이며, 

60대 은퇴자의 경우는 사진 8장 설명 8건 이야기 13건

이며, 50대 은퇴자의 경우는 사진 8장 설명 8건 이야기 

11건으로 다음의 Fig. 1-24와  같다. 

3.2.1 70대 은퇴자의 사진과 설명

Fig 1. Family mental health Fig 2. Listening is basic

Fig 3. Good health 

with soil

Fig 4.Pick and throw 

away

Fig. 5. Life rises high Fig. 6. Feel meaningless

Fig. 7. A dignified life Fig. 8. True enjoyment

   

3.2.2 70대 은퇴자의 이야기

‘처음에 참 편했죠 6개월 지나 고민이,,,’(참여자 2)

‘늙어가면서 점점 단절되잖아 기피대상’(참여자 2)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프죠,,,’(참여자 2)

‘기존사회에서 소외된 슬프고 ,,,’(참여자 2)

‘별로 위로도 안되죠 사실 ,,,’(참여자 2)

‘밥만 축내는 그런 삶이란 생각이 드는데’(참여자 2)

‘현실로 알고 내려놓고 나름대로 유익,,,’(참여자 1)

‘일에서 떠날 수 있어서 좋고,,, (참여자 1)

‘적절한 때의 은퇴는 매우 귀한 것이다.’(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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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만 안나면 건강은 유지 할거야’(참여자 2)  

‘체력관리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고,,,’(참여자 1)

‘병들면 국가에 손해, 본인, 가족도,,, ’(참여자 2)

‘친구들 만나자 하면 돈이 들잖아,,,’(참여자 2) 

‘삶의 경지를 보여주는 때가 되야,,,’(참여자 1)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참여자 1)

‘노후에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더라,,,’(참여자 2)

‘준비하지 못한다면 최고 비참한 삶,,,’(참여자 1)

‘새로운 신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참여자 2)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구나 ,,,’(참여자 1)

‘정말 찾는데 마땅한 일거리 없어 ,,,’(참여자 2)

3.2.3 60대 은퇴자의 사진과 설명

Fig. 9. Thankful and 

proud

Fig. 10. What you 

want

Fig. 11. Rebirth of life 

2

Fig. 12. Finding 

Dreams

Fig. 13. Health 

companion

Fig. 14. Emptiness, 

relaxation

Fig. 15. Volunteer
Fig. 16. Communicate 

often

3.2.4 60대 은퇴자의 이야기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다.’(참여자 4)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고 ,,,’ (참여자 3)

‘은퇴는 시원하고 섭섭하다,,,’ (참여자 4)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다,,,’(참여자 4)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었던 일 시작,,,’ (참여자 3)

‘못해봤던 여행 실컷하고 행복하게 ,,,’ (참여자 3)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다.’(참여자 4)

‘약간 서글픔,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는,,,’ (참여자 3)

성공적 노화가 안되면 힘들고 괴롭겠죠,,,’ (참여자 4)

‘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참여자 3)

‘변함없을 것 같다. 난 건강할 것이다.’ (참여자 4)

‘받은 것에 갚아가면서,,,’ (참여자 4)

‘자기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참여자 4)

3.2.5 50대 은퇴자의 사진과 설명

Fig. 17. Proud time
Fig. 18. Nutritional 

intake

Fig. 19. Learning 

sewing skills
Fig. 20. 2nd round of 

Fig. 21. Exercise is 

important

Fig. 22. At sunset 

with rest

Fig. 23. Economic 

stability

Fig. 24. Friend 

communication
  

3.2.6 50대 은퇴자의 이야기 

‘마음의 노화, 자신감이 없다든지,,,’ (참여자 5)

‘ 자식들이 왜 안알아주노 매사가 서운 ,,,’ (참여자 5) 

‘허물어지잖아요 좀 착찹한 심정이 들죠.’ (참여자 5)

‘주위에 피해를 줄까봐 건강관리 ,,,’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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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좀 좋아지면 일을 할 것이다.’ (참여자 5)

‘준비하는 마음이 평온하고,,,’(참여자 6)

‘이타적인, 남을 배려하고,,,’ (참여자 5) 

‘건강위해 잘 먹고 잘 자기,,,’(참여자 6)

‘정신 건강이 중요, 종교로 자기를 치유,,,’ (참여자 5)

‘육체적 노화 뛰어넘어 신앙으로 풍성한,,,’ (참여자 6)

‘생활의 안정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참여자 5)

3.2.7 주제 도출

연령별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범주화 

한 내용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70대는 복된 삶, 누림의 

삶, 감사의 삶, 잘 선택하는 삶, 부지런히 가꾸는 삶, 선

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함, 아름답고 품위 있는 삶, 열매

를 거두는 삶, 사회적 책임감으로 살기, 삶의 높은 경지

를 보여줌, 준비되지 못한 노화는 본인은 비참 가족은 

고통 국가적 손해, 준비를 잘 해야 됨으로 범주화 되었

고, 주제는 <사회적 책임감과 품위 있는 높은 경지의 삶

을 준비함>이었다. 60대는 마음 비움, 책장 비우기, 집

안 물건 정리, 마음의 여유, 받은 은혜 갚기로 범주화 

되었고, 주제는 <비움과 보은의 자세로 사회적 책임과 

봉사의 삶>이었다. 50대는 친구와 정보 나누기, 경제적 

안정, 의존 아닌 자립, 삶의 질 유지, 생활의 안정, 자기

중심적 아닌 이타심, 배려하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

기, 타인의 도움 없이 살기로 범주화 되었고, 주제는 

<경제적 안정과 배려로 자립하는 삶>이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50대, 60대, 70대의 연령별로 질적 연구 방법인 포토

보이스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령별 은퇴자들의 성

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은퇴 이후에 양가감정인 부정

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점점 시간이 흘

러가면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성공적 노화란 것에 

대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은퇴 이전의 열정적인 삶에서 은퇴 직후에는 부정적

인 감정들이 나타났는데 70대는 주로 소외, 단절, 기피 

등 외부로부터 오는 감정, 60대는 서글픔, 서운함 등 인

생의 한 과정인 운명의 감정, 50대는 자신감 소멸, 허물

어짐 무너짐 등의 자신에 대한 감정이었다. 또한 긍정

적인 감정에서는 70대는 성숙된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자 함, 60대는 복으로 알고 인생 2모작을 준비

하고자 함, 50대는 열정적인 전반전에 대한 뿌듯함과 

대견함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공통적으

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가장 중시했는데 다른 점

은 70대는 신체적 건강은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는 자

연을 통해 얻고, 정신적 건강은 가족을 통해 이루고 있

었고, 60대는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

을 중요시하였고, 50대는 신체적 건강을 위한 운동과 

영양섭취를 중요시하였고, 더 나아가 정신건강을 위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나타났다. 또 소통에 관

하여는 모든 연령층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70

대는 가족 간의 소통, 60대는 사회적인 소통, 50대는 

친구들 간의 소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것에 대하여는 70대가 일자리를 원할 정도

로 간절함이 나타났고, 60대는 여유가 있음이 보였으

며, 50대는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자 하는 정도였다. 사회적 책임감에 대하여는 70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높은 경지의 삶을 영위, 60대는 사

회적 의무감으로 봉사를 중시, 50대는 배려하고 자기중

심적이 아닌 이타심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70대 은퇴자들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준비를 매

우 중요하게 이야기 하였는데 준비가 없으면 자신의 비

참을 넘어서 가족의 고통이며 국가적 손해라고 하였으

며, 60대 은퇴자는 마음으로만 늘 준비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공적 노

화에 대한 인식으로 70대는 준비된 삶을, 60대는 봉사

의 삶을, 50대는 자립의 삶이 강조됨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연령별 은퇴자의 성공

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70대는 사회적 책임감과 품

위 있는 높은 경지의 삶을 사는 것으로 미리 준비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60대는 비움과 보

은의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며, 50대는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타인을 배

려하며 자립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인 연령별 은퇴자들은 모

두 은퇴 직후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긍

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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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미재(2010)의 연구 결과

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지지,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유형,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감으로 나타났다[4].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 가

장 주된 요인이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인 

50대 은퇴자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조기은퇴를 한 경우

였기 때문에 정년 은퇴한 60대와 70대 은퇴자들보다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건강관리가 우선이었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울감

에 관한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부정적 감정들은 서글픔, 씁쓸함, 서운함 등이었다. 은

퇴 후 기간이 5년 이내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 김정희(2015)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성공적 노

화 적응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과거 노인에 대한 힘없고, 병들고, 보호 받아야만 하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노인 스스로가 노인에 대한 나약

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또한 성공적 노화 적응의 저

해요인이 될 수 있다[3]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은

퇴 이후의 초창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 속에서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결과

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고학력자들이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경우이기에 자신의 부정적 생각들을 떨쳐버

리고자 노력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과 정

보를 습득하여 성공적 노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은퇴자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미란(2019)의 연구에서 사회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공적인 노

년기를 영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1]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70대 은퇴자들

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나 60대 은퇴자가 원하는 봉

사의 자리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지만 일자리 찾기는 어

렵고 사회봉사 참여율이 감소하는 등 국가 및 지역사회

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만족하는 수준

으로 일자리와 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50대 은퇴자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자 바라고, 60대 은퇴자들이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70

대 은퇴자들에게서 강한 욕구로 나타난 은퇴 이후의 성

공적 노화에 대한 준비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박윤희(2017)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

을수록 노후준비교육 참여수준이 높아지며, 노후준비교

육에 참여할수록 노후준비행동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

다. 중장년층의 노인교육의 욕구를 살펴보면, 노년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노인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12]. 본 연구에서도 70대 은퇴자들은 성

공적 노화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준비가 

없으면 자신의 비참을 넘어서 가족의 고통이며 국가적 

손해라고 하였으며, 60대 은퇴자는 마음으로만 늘 준비

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은퇴자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실천적 지지

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연령이 높을

수록 준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을 감안하여 준

비에 대한 지원의 시기는 은퇴와 함께 이루어져야 적절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연령

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성별을 제한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녀 은퇴자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연구한다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준비에 유

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은퇴자

들이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은퇴자들의 일자리와 사회적 참여 등에 대한 연구가 이

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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