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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은퇴 전 한국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유형별 소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중심형, 사회생활중심형, 주거생활중심형, 고급소비중심형의 4가지 유형이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소비유형과 우
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특히 사회생활중심형 소비유형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중심형과 고급
소비중심형의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
우, 신체기능에 제한이 있을수록, 장애진단을 받을수록,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소득이 낮은 경우, 주관적 경제상
태가 부정적일 때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베이비부머를 위한 특화된 노후준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소비유형,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 우울, 잠재프로파일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structure th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their effects on depression 
among the employed baby-boomers who were born in 1955 to in 1963. We used the 5th wave of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in 2013 (n=2,585). The Latent Profile Analysis(LPA) estimated the 
empirical patterns of consumption and then a multiple regression analyzed the effect of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The LPA results showed that the consumption patterns consist of four groups: Basic life-oriented class, Social 
life-oriented class, Home-based lifestyle class, and Advanced consumption-oriented class. The working baby 
boomers’ depression was associated with their consumption patterns. Specifically, the social life-oriented class 
showed significantly lower depression than the basic life-oriented class and advanced consumption-oriented 
class. Other associates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were found as lower education, having no spouse, 
lower self-rated health, higher levels of physical limitation, having a diagnosed disability, lower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lower income, and lower subjective economic statu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need for specialized financial intervention better for 
baby-boomers’ retirement prepa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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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베이비부머1)는우울하다. 약 80%가넘는베이

비부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용근로자가

23%로 고용불안은 여전하다[1].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빨라진 은퇴로 인해 베이비부머는 심리사회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국가성장의 수혜를 받은 베이비부

머가 가장 부유한 세대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에모두헌신하면서정작자신들의노후준비가

제대로되어있지않아은퇴이전부터은퇴이후를걱정

해야 하는 불안한 세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

라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연령대가

현재베이비부머이다[2]. 이러한한국베이비부머의특수

한 상황과 심각한 한국 노인빈곤율2)과 자살률3)을 고려

한다면 한국의 사회노년학에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연구하는데있어, 노인들의경제상황의영향력은정밀하

게 분석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뿐

만아니라은퇴후경제상황의변화역시노인들의정신

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

것이다.

실증적으로 경제상황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4].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

인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소득을 주요 지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노년기 소득의 감소는 다수의 노인들이 은

퇴와 함께 경험하는 예정된 사실이며, 실제로 소득의 차

이가 소비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5], 소득만으로

경제적상황을사정하기에는그정확성이떨어질가능성

이매우높다. 이에반해, 소비는근본적으로소득에영향

을받는것은사실이나실제로소득과달리가시성을가

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

용되고있다[6]. 더구나베이비부머는우리나라전체인구

의 14.4%이며, 이들은전체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

하고 있어 베이비부머의 소비행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9]. 특히 베이비부머 세

1)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약 728
만 명이며, 연평균 출생자가현재와비교하여 2배 이상이 되
는 대규모 인구집단이다.

2)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로, 이는 OECD 평균의
3.8배에 해당하는 것이다[7].

3) 노인 자살자는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 25.2%를 차지하며,
OECD 평균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67~74세는 16.3명, 75
세 이상은 1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81.8명,
160.4명이었다[8].

대는과거세대와는다른가치관, 고학력, 경제력, 다양한

관심영역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향후 본격적인 연

금수령시기가도래하면소비자로써경제에영향을미칠

수 있는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

로 소비의 형태는 라이프 스타일처럼 잘 변화하지 않는

다[10]. 따라서은퇴전후의소득감소를고려한보다전

략적인 소비 형태를 유지하는 계획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노후의 소비에 주

목하면서 소득만으로 노년기 경제상황의 영향을 분석해

온 기존의 논문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즉 경제활동을 하

고 있는 은퇴 전 베이비부머의 소비가 그들의 정신건강,

구체적으로우울과어떠한연관성을가지고있는지를검

증하고자 한다.

노인의정신건강과경제상태의연관성을분석하는논

문들을 살펴보면, 특히 경제적 활동이 우울 수준을 낮춘

다는 연구결과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11,

12]. 물론 경제적활동이반드시우울수준을낮추는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들[13, 14]도 있으나, 이는 노인 빈

곤율이높은우리나라의경우경제적활동이생계유지를

위한수단으로써비자발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오히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상당수(80.7%)가 경제활동을하고있는현

시점에서 단순히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로인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베

이비부머의경제상황을이해하기가불충분하다. 이에 경

제상황을보다구조적으로파악하기위한실증적인시도

들은 소비에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들[5, 6, 9]은 대부분

의 기존 연구들[15-17]의 소득에 한정된 경제수준 측정

이라는한계를지적하면서소비와관련된정보를탐색하

는데, 구체적으로소비실태, 소비의유형화도출및각유

형에영향을미치는인구사회학적요인들을찾는데집중

한다. 본 연구는이러한탐색적수준의소비연구들의시

도를확장하여, 경제활동중인베이비부머의소비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고, 더 나아

가소비유형에따른우울수준의차이를검증하고자한다.

이를통해베이비부머의소비를중심으로한경제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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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부머의 우울과 소비 영향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연령대는현재베이비부머에해당하는 50대로, 베이비부

머의 경우 실버푸어인 부모 부양과 오포세대인 자녀 양

육에대해모두헌신하면서도정작자신들의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2],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생계유지가 안 되는 베이비부머가 상당수4)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18]. 현재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에

해당되는베이비부머들은은퇴이전부터은퇴이후를걱

정하고, 은퇴이후에는경제적변화, 은퇴로인한스트레

스, 상실감등으로인해우울과같은부정적정서를가지

게되면서삶의질이떨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

우울은 노년기의 심각한 정신질환 중 하나이며, 특히 노

년기우울은자살의중요한원인이기때문에[19] 국가정

책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상태 요인에 집중하여 우울에 대해 살펴보면, 일

반적으로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은 것

으로조사되고있는데, Tracy외[20]는 경제적문제가우

울증의 발생과 지속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했고, 박미

진[21]은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22, 23]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우

울과 연계성이 높은 자살률 또한 가장 높다는 심각성을

고려할때노인의경제상태와우울의상관관계에주목하

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측정할 때 소득보다 소비가 더

유용하다는주장들이늘어나고있다[24-26]. 그러나국내

에서는 여전히 노인은 공적 수혜자라는 인식이 강할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많다

는 인식 때문에 노인의 소비와 우울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가 되

고, 소득만으로는경제적상황을사정하기에는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5] 최근 들어 사회복

4) 공적연금가입률이 69.7%, 퇴직연금가입률이 17.7%, 개인연
금가입률이 43.6%에 불과하며, 82.1%가 주택을소유하고있
으나 노후에 41.0%는 주택을 축소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
사되었다[27] .

지학분야에서소비와정신건강의관계를살펴본연구들

이시작되었다. 성준모[28]는 시간의흐름에따라소비가

우울의 변화요인임을 검증하였으며, 박지요 외[29]의 연

구에서는 소비지출이 많은 노인은 우울과 삶의 질 모두

높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고령으로 인해 만성질환에

대한관리가지속적으로필요하기때문이라고분석하였다.

Christiani 외[30]는 소비지출과우울은관계가있다는

것을 밝혔고, Nurit 외[31]는 노인의 소비수준이 부정적

일수록 우울이 심화된다고 주장하였다. Ardington와

Case[32]는 낮은 소비수준과 우울의 관련성을 설명하였

고, Hanandita와 Tampubolon[33]는 낮은 가구지출은우

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밝혔다. Costa 외[34]의 연구에서는우울과같은정

신건강과관련된문제는가구지출의감소와연관되어있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김혜경 외[35]는 노인의 소

비는 우울에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였고, 엄아람

[36]의 연구에서는소비는우울과관련이없으며다만연

구대상과연구시점에따라연구결과는달라질수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울이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

한 관련이 있고, 소비가 개개인의 복지를 평가함에 있어

서 유용한 지표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베이비부머의 소

비와 우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

히 우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현재 자신

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므로베이비부머의우

울과소비의관계에관해구체적으로연구함으로써현재

베이비부머인중년기의우울을완화할뿐만아니라베이

비부머로서 미래의 노년기를 만족스럽게 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

여와경제상태를알수있는소득과소비를모두측정하

며, 특히 소비의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비

유형 구조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2.2 베이비부머의 소비와 소비유형
현재중년기와노년기모두에해당되는베이비부머의

소비를이해하기위해서는중년기와노년기각각의소비

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현재 50대에해당하는

중년기소비에관한연구에서공통적으로보고되고있는

점이, 과거의 중년과 현재의 중년은 소비가치와 노년의

식에차이가있다는것이다[37]. 이는 베이비부머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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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소비생활역시기존노년기와다르다고볼수있

으며개인의소비는과거, 현재, 그리고미래소득의함수

이기 때문에[38] 현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부

머에 대한 소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이들의 소

비생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50대를 대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소비자

연구가 시작되었고[39], 2010년 이후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복고’라는 주요 소비의 흐름이 상품

화되는 문화현상이 발견되었다[40]. 생활양식에 따라 소

비의 가치와 소비생활이 달라진다는 김하나[41]의 연구

를 비롯하여 현재의 새로운 중년들은 기존의 중년과 차

별화된소비행태를나타낼뿐만아니라기존노년층과도

차별화된 소비자라는 연구[42]가 발표되었다.

노년기 소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1990년 후반부

터시작되었는데, 중년기소비연구와마찬가지로노년기

의소비역시과거와다른양상을보인다는공통점을갖

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년기의 경제상황

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노년기 소비 전망에 관해 경향을 추정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다.

최근 소비 연구의 경향은 각각의 소비항목을 개별적

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소비 유형화를 구조화하는 연구방법

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

에 관한 박서영과 홍송이의 연구[43]는 군집분석을 이용

한 기존의 소비 유형화 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

화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5가지의 소비유형(기초생활

중심형, 균형소비생활형, 사회생활중심형, 여가생활중심

형, 교육비중심형)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이지영과 김도

성[17]은 베이비부머의 소비 유형을 균형지출형, 교육비

지출중심형, 주거비지출중심형, 교통비지출중심형, 식료

품비지출중심형, 보건의료비지출중심형으로 구분하였으

며, 김시월과조향숙의연구[44]에서는 50세 이상 1인 가

구들의 소비 유형이 식비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

중심형, 보건의료비중심형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최근

한국의노인또는노인을포함한장년기소비유형연구

들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소비항목에 균

등한소비지출을보이는균형소비생활형집단과특정한

항목에집중하여과도한소비의불균형을보이는집단들

이구조화되었다. 후자의경우를주목해보면, 특정항목

의집중된소비는교육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항목에서

나타나고있으며, 교육비를제외하면, 의식주에해당하는

기본생활과 의료비용이었다. 즉 한국의 노년기 소비 유

형이 기본 생활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이외의 다양성이

측정되고 있지 않았다. 소비와 삶의 만족은 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유형과 노인

들의삶이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는지살펴볼필

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은퇴한 노인만을 대상으

로 분석했으나, 박서영과 홍송이의 연구[43]는 소비유형

이 은퇴 노인들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

육비에지나치게많은소비를하고있는은퇴노인집단

의우울수준이다른집단들보다현격한차이를보였음을

밝힘으로써, 노년기소비유형의중요성을경각시키고있

다. 그러나 이미 은퇴 후 노인들의 소비유형을 개선하는

것은은퇴전경제활동을하면서은퇴후소득의상실을

고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거나 은퇴 후 삶을 체계

적으로계획하는것과는개입의효과성차원에서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의 형태는

생애주기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화하기힘든 항상성을내재하고있기때문이다[10]. 또

한 소비는 단순한 총액의 경제적 규모보다 소비자의 라

이프스타일을반영하여지출항목의의미를분석하는것

이그소비자의삶에더큰영향력이있을가능성이높다

[45].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의 규모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소비 형태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증가할수밖에없다. 이에소비형태를실

증적으로분석한자료는은퇴를준비하는노인들을위한

실질적인재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중요한기초

자료가된다. 따라서본논문은은퇴전경제활동을하고

있는베이비부머들의소비패턴을유형화하고, 이 유형화

된소비패턴이그들의우울지수에영향을미치는지를분

석함으로써 은퇴 전 보다 바람직한 소비패턴을 양성할

수 있는 은퇴 준비 프로그램의 실천적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본논문의독립변인인소비즉경제적측면외에, 우울

은여러가지요인에의해복합적인영향을받고있는데

[46, 47], 인구사회,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관계, 경제상

태등다양한요인들과우울이직접적인관계가있는것

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인구사회적 요인과 우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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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성별과 관련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수

준이높다는연구[48, 49]가 일반적이었고, 연령과관련해

서는연령이증가하면우울수준이높아진다는결과[4]와

우울수준이낮아진다는결과[3]가공존하고있다. 학력과

관련하여낮은교육수준과높은우울수준의관계를검증

한연구[50, 51], 종교가있는경우우울수준이낮다는연

구[52, 53]가 있다. 건강상태 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

보면, 주관적 혹은 객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밀접한 관

계임을 밝힌 다수의 연구[11, 49, 51, 54]가 있다. 구체적

으로, 만성질환으로인하여우울수준이높아진다는연구

결과[55], 신체활동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관

련있다는 연구[54-56]들이 있다.

가족관계 요인과 관련하여, Wang 외[57]는 가족관련

요인이 우울 발병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 고민석 외

[58]는 우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관련 자원이 부정

적반응을완화시킨다는것을밝혔다. 특히혼자사는노

인은우울유병율이현저하게높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59], 배우자가있으면우울수준이낮다고일반적으로보

고되고있다[48, 60]. 자녀동거와관련해서는일관된결과

를 보이지 않았는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

유병율이낮다는연구[59]와 우울수준이높다는연구[61]

가 있다. 또한 성준모[28]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이

밀접한관계라고보고하였다. 사회관계요인을살펴보면,

친구 및 이웃관계가 우울의 영향요인임을 밝힌 연구[62]

가 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생활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여가시설 이용과 여가몰입 인식 정도[63],

여가의 횟수와 즐거움[64], 여가생활 자체[65]가 우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리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

가우울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는데있어서문헌연구를

통해검토된다양한요인들을통계적으로통제하도록연

구모형을 설계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의 5차(2013년) 자료를활

용하여, 전체 자료 중에서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2,585

명의 자료를추출하였다. 평생 근로경험이없는 131명을

제외한 후, 은퇴하지 않은 경제활동 베이비부머 2,034명

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변수측정
3.2.1 종속변수: 우울
우울 측정을 위해 우울척도인 CES-D의 20문항을 사

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모든 문항은 0∼3점으

로 측정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20개 항목의 내적일관성은 0.88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2.2 독립변수: 소비유형
국민노후보장패널의소비지출항목구성은식비, 담배

주류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문화생

활비, 보건의료비, 가구가사비, 교육비, 기타소비(기타상

품 및서비스), 비소비지출(대출이자상환, 생활보조금, 각

종 세금, 사회보험료, 각종부담금 및 벌과금) 등 12개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은 연간

지출액(천원)으로조사되어다른 항목과같이월평균지

출액(천원)으로 재코딩하였다. 모든 소비항목의 지출 유

무를 먼저 확인한 후 지출이 없으면 지출액을 0원으로,

지출이 있으면 세목별 지출의 합을 구한 후 로그변환을

취하고 ‘1분위는 1, 2분위는 2, 3분위는 3, 그리고 4분위는

4’로 재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

해소비유형을도출하고각각의유형을더미화하여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2.3 통제변수: 인구사회, 건강상태, 사회관계, 가
족관계, 경제상태 요인

선행연구에의거하여, 본연구의통제변수는인구사회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요인(주

관적건강상태, 신체기능제한, 장애진단), 가족관계요인

(동거가족, 자녀의 수, 가족관계만족도), 사회관계 요인

(종교활동 참여, 대인관계만족도, 여가활동만족도), 그리

고 경제상태 요인(소득, 주관적 경제상태)으로 설정하고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3.3 자료분석방법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Mplus 7.3

프로그램으로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다. 잠

재집단분석은응답자간의유사한응답성향을파악한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는 집단을 발견하는 탐색적 분석

방법이며 혼합모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소비유형 지

표는 소비액의 자연로그 값에 대해 1부터 4까지(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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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수로 재구성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합성을

향상시켰다. 최적의 잠재집단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잠재집단개수를한개씩단계적으로증가시키는탐색적

과정을 실행하고, 다양한 모델 적합성 준거들을 활용하

였다. 모형 적합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델 적합도 지

수5)인 AIC, BIC, SABIC, 로그우도, MLR, VMLR 테스

트와엔트로피6)의값을측정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

서도출된베이비부머의소비유형과우울의관계를검증

하기위해 SPSS 23.0 버전을사용하여 χ2-test,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sex 0) female 1) male
age western age

education
1) no edu 2) elementary 3) middle
4) high 5) college or more

marital status 0) no spouse 1) spouse
self-rated
health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physical
limitation

0) no 1) yes

diagnosed
disability

0) no 1) ye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1 2) 2 3) 3 4) 4 or more

number of
children

0) 0 1) 1 2) 2 3) 3 or mor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religious
activities

0) no religion 1) never in a year 2) once a
year 3) several times a year 4) once a month
5) several times a month 6) once a week 7)
several times a week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m of averages on Frie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Neighborhood Satisfaction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satisfaction
with leisure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income

Sum of Earnings before last year, Financial
income, Real estate income, 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ther Income
1)First quartile(25%) 2)Second quartile(50%)
3)Third quartile(75%) 4)Forth Quartile(100%)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Table 1> Measurement of Control Variables

5) AIC, BIC, SABIC, Log likelihood는값이적을수록모형의적
합도가좋은것으로해석되고, MLR과 VMLR 테스트는 k-1
개모델과 k개모델간의통계적유의성검증을실시한다[66].

6) 잠재집단 간의 분류의집약성을 의미하는 Entropy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집약도가 높아 모델 정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67].

4. 연구결과
4.1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특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2,034명)의 경우 남

성 61.3%, 여성 38.7%로, 남성이여성보다 1.6배 정도많

았고, 평균연령은 53.4세였으며, 고등학교이상의교육수

준을 가진 베이비부머가 전체의 61.8%이었고, 배우자가

있는경우 86.3%, 배우자가없는경우 13.7%로나타났다.

주관적건강상태를조사한결과, 베이비부머의 70.8%가

건강상태가좋은편이라고응답하였고, 신체기능에제한

이 있는 경우와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가 각각 1.4%,

3.2%로나타났다. 가족관계특성을 살펴보면, 평균동거

가족 수는 3.15명이었고 자녀의 수는 평균 1.97명이었으

며 69.0%가 가족관계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교활동과관련하여, 종교가없는경우가 70.1%, 종교가

있는 경우라도 1주일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는 4.0%에 불과하였다. 반면 대인관계만족도

와 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하여 각각 49.3%, 40.3%의 베이

비부머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관

련된 조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4,970만원이었고 35.3%의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경제상

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22.5%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우울수준은 평균 6.51점이었고 우울위험

군7)은 9.3%(188명)으로조사되었다. 월평균지출액의경

우, 식비 70.5만원, 담배주류비가 10.5만원, 주거비는 12.5

만원, 광열수도비 15.4만원, 피복비 11만원, 교통통신비가

50.5만원, 문화생활비는 7.9만원, 보건의료비 16.3만원, 가

구가사비 4.2만원, 교육비가 33.6만원, 기타소비는 38.7만

원, 그리고 비소비지출이 6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베이비부머는 식비, 비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주거비, 피복

비, 담배주류비, 문화생활비, 가구가사비의 순으로 지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소비유형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통해적합도지수와엔트로피지

수를 분석한 결과(<Table 2> 참조), 최종적으로 4개 집

단모형이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가장 적합하게

유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총 60점 만점에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상태 즉, 우울위험군으로 판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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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ikelihood

Entro-
py

VLMR
test

LMR
test

AIC BIC SABIC

1 -36224 - - - 72497 72632 72556
2 -33476 .990 .0014 .0015 67026 67234 67116
3 -32326 .894 .0000 .0000 64753 65634 64875
4 -31855 .901 .0000 .0000 63836 64190 63990
5 -31628 .844 .2238 .2260 63409 63836 63594

<Table 2> Model fits of Latent profile analysis
(n=2,034)

[Fig. 1]은잠재프로파일분석에의한소비유형결과를

보여주며. 각유형별소비특징을대표할수있는개념으

로개별명명되었다. 구체적으로기초생활중심형(잠재집

단1)의 경우,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기타

소비, 비소비지출은 2분위에, 그리고 나머지 소비항목은

3분위 수준이었고 특히 모든 소비항목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소비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34.9%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사회생활중심형(잠재집

단2)의경우,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가 4분위에해당하

였고, 나머지 소비항목들은 3분위 수준인 것으로나타났

다.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의소비가높은점은사회생

활 참여와 관련된 비용이며, 응답자의 39.9%가 이 유형

에 포함되었다. 주거생활중심형(잠재집단3)에서는 식비,

교통통신비는 2분위에 해당하고, 가구가사비가 4분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소비항목은 모두 3분위에 해당하였는

데, 가구가사비의 지출이 많고 교통통신비와 식비 수준

이낮은점으로미루어보아주거생활의비중이높은경

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10.2%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고급소비중심형(잠재집단4)은 담배

주류비, 주거비, 교육비가 3분위이고 나머지 소비항목은

모두 4분위에 해당하였는데 모든 소비항목에서 타 유형

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았다. 특히 교육비와 주거비가 낮

고 가구가사비, 피복비, 문화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가 생활의 집중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응답자의

15.0%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베이비부머의 소비항목별로 소비유형간 차이를 살펴

보면, 피복비의 경우 4 유형간 각각의 그룹별 차이가 가

장 두드러지고, 비교적 문화생활비의 그룹 간 차이도 뚜

렷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비의 수준 차이가 2 유

형으로분류되는항목들도발견되었는데, 식비, 교통통신

비, 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등이이러한특징을보

였다. 그외에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등은전반

적으로 3 유형으로분류되었다. 특히 가구가사비는극명

하게 소비의 수준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

라 유형별 격차가 가장 큰 소비항목이었다.

[Fig. 1] Consumption patterns of employed 
        baby-boomers

4.3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 분석
잠재파일분석결과도출된소비유형과우울의관계에

대한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3>와같다. 경제활

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하

기 위한 모형의 설명력은 20.0%였고 모형의 유의수준은

.000이었다.

variable
depression

B β
p-
value

sex .008 .001 .971
age .053 .020 .380
education -.388 -.054 .026
marital status -1.644 -.085 .000
self-rated
health

-.846 -.097 .000

physical
limitation

6.725 .117 .000

diagnosed
disability

2.320 .063 .002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27 -.005 .133
number of children .007 001 .974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392 -.041 .133
religious activities -.038 -.011 .620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489 -.047 .110

satisfaction with leisure -1.094 -.125 .000
income -.382 -.064 .017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1.058 -.140 .000
d

u

m

m

y

basic life oriented a .838 .061 .029

home based lifestyle a .528 .024 .290

advanced consumption oriented a 1.247 .067 .003

*** p<.001, ** p<.01, * p<.05, Reference group: social life oriented
class(consumption pattern)

<Table 3>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n=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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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베이비부머의소비유형은

그들의 우울수준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

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중심형을 준거8)로

한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기초생활중

심형이 사회생활중심형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β=.061, p=.029). 또한 사회생활중심형보다 고급소비중

심형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증가했다(β=.067,

p=.003). 이는 기초생활중심형과 고급소비즁심형으로 소

비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우울수준이 사회생활중심

형 소비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일하게 주거생활중심형은 사회생활중심형과 비교하여

우울수준에있어서 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다.

다른통제변인들의우울수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

면, 성별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교육수준(β

=-.054, p=.026)이 낮은 경우, 배우자(β=-.085, p=.000)가

없을 경우 우울수준이 높을 것으로 검증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β=-.097, p=.000)가좋을수록우울의수준이낮

고, 신체기능에 제한(β=.117, p=.000)이 있는 경우, 장애

진단(β=.063, p=.000)이 있는경우우울수준이높은것으

로조사되었다. 동거가족의수가적은경우, 자녀의수가

많은 경우,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으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

다. 여가활동만족도(β=-.125, p=.000)가 높을수록우울수

준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종교활동 참여와 대인

관계만족도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

석되었다. 소득(β=-.064, p=.019)이 낮으면, 주관적 경제

상태(β=-.140, p=.000)가 부정적이면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실증적으로 구조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

하고, 이러한 소비유형의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력을검증하기위하여구체적인우울수준을측정하여이

두 개념사이의 유의미한 개연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

8)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 중 사회생활중심형이 4가
지유형중가장비중이높고, 경제활동을할경우식비, 피복
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높은 사회생활중심형 특성을 고려
하여 사회생활중심형을 준거로 하였다.

다. 이에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몇가지유의미한논의

를 상술하고자 한다.

우선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베이비부머의우울수

준을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의 경우 우울위험군(우울 점

수가 16점 이상)으로 분류된대상이 9.3%였고, 우울점수

는평균 6.5로 전반적으로낮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이

는 산업화된 국가의 노인 우울 출현율이 11.2～13.3%인

것[68]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은퇴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이

9.93인 것[43]과 비교해보면경제활동유무에따른베이

비부머 우울수준의 차이가 클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본연구에서베이비부머의우울수준에미치

는 주요 변인으로 설계한 소비유형의 분석 결과를 논의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형태를 4가지유형으로구조화하였다: 사회생활중심

형(39.9%), 기초생활중심형(34.9%), 고급소비중심형

(15.0%), 주거생활중심형(10.2%). 특히 식비, 피복비, 교

통통신비의 소비수준이 높은 사회생활중심형의 비중이

가장높다는점은경제활동에참여하는베이비부머의대

표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소비수준이낮으며주로기초생활중심으로

한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구성원들의 특징은 소득과 주관적 경제 상태

가 가장 낮아 베이비부머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한다.

이러한경제적취약계층은경기변동에따른소득증감폭

역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삶에 미치는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5]. 이에 추후

소비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중심형의 소득 변동에 따

른 소비 변화의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학술적 근거이다.

경제활동베이비부머의소비유형과우울의관계를분

석한 결과, 사회생활중심형보다 기초생활중심형의 우울

수준이 높았고, 흥미롭게도 사회생활중심형보다 고급소

비중심형의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

은 베이비부머의 유형으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된 사회생활중심형이 전형적인 경제생활 베이비부

머의소비형태와비교하여, 기초생활중심형처럼전반적

인소비수준이낮거나전반적으로소비수준이매우높은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 447
경우(고급소비중심형)가 우울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소비수준이단순히높을수록정신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결과

이다. 실제로 오히려 과다한 소비지출이 정신건강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69]가 존재하며, 과잉소비

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미국에는 ‘어플루엔자

(affluenza)’라는신조어가생기기도했으며, 무분별한소

비욕구에 반응하는 현대인의 물질주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의 해소법으로 충동구매나 습관적 쇼

핑등이감정소비행위로써오히려정신건강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한다[70]. 또

한소비수준이높다고소비행위에대한만족도가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음으로 소비수준자체 보다 소비행위에

대한자기평가, 소비동기등의설명력을가질수있는정

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얼마를 지출하는가보다 현재

의 소비행위에 만족하는지, 소비를 유발시키는 동기는

무엇인지 등 소비수준과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적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 시사점을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경제 상태를 측정하

는데있어서소득중심의연구가주를이루기때문에소

비수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들만 존재하며 소비

행위와동기등심층적인소비분석이가능한자료는특

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수준을 고려한

기존연구들의주요관점인소득의영향력을보완하기위

한방법으로소비유형을구조화하여그영향력을분석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실증적으로분석된개별소비유형의

특징은 소득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전반적으로 소비유형에 따른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수

준의차이가매우분명한집단들은예상대로기초생활유

형과 고급소비중심형으로 소득과 경제수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

수준은 비슷한지만 소비유형의 뚜렷한 상이성을 보이는

사회생활중심형과 고급소비중심형도 분류되었다. 즉 소

비가 소득의 영향을 받지만 소비 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적 영향으로 인하여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게 되며, 이는 소득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성한다

는것을보여준다. 특히본연구는정신건강차원에서소

비에대한사정이필요한집단으로기초생활중심형과고

급소비중심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에 대한

구성원프로파일정보들은정신건강에부정적인소비형

태로써의 개입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실천적 유용성이 크다. 다만 이차자료 분석의

한계로인하여구성원들의소비행위에관한상세한정보

들이 포함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한 고급소

비와과잉소비의명확성을제시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소비중심 자료 수집을 통해서 소

비항목과 소비해위 설명변수들의 보완이 되어야 한다.

기타 유의미한 요인들을 설명하자면, 교육수준, 혼인

상태, 주관적건강상태, 신체기능제한, 장애진단, 여가활

동만족도,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으

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46, 47, 74]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거가족, 자녀의 수, 가족관계만족도, 종교활동참여, 대인

관계만족도등의요인은유의미한영향력이검증되지않

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인 경제활동 참여 베이비부머들

이향후본격적인노년기에진입했을때이러한결정요

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필요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고, 건강상태의경우

70.8%가 양호하고, 신체기능제한은 1.4%, 장애진단은

3.2%로나타나일을하고있는베이비부머의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

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는 소득의 83.0%로, 소득

의 차이와 소비의 차이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김학주[5]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경제상태에 관해서는

35.3% 정도만만족한다고응답하여연간평균소득 4,970

만원의 의미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국민의

평균소득 2,970만원(2013년 기준)보다는 높지만 베이비

부머가 기대하는 수준의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나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추정할 수도 있다. 베이비부머

의 소득과 소비의 균형에 대한 개념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베이비부머들은주로확대가족보다핵가족

의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있었고,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베이비부머가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대인관계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보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종교가있는경우에도일주일에 1회정도정기적인종교

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는 각각 4.0%, 3.5%에 불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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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베이비부머들의 가족관계보다 대인관계, 여가활

동, 종교생활등전반적인사회적관계에대한인식의문

제혹은만족도가낮을수밖에없는문제적상황에처해

있는지 심도 있는 사정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위와같은의미있는결과에도불구하고, 다음과같은

제한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비유형

과우울사이의관계를검증하였으나횡단연구의한계로

사실상 두 개념 사이의 원인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부적절하다.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소비유형의 변화가

우울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지를정확히검증할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활동참여베이비부머를분석대상으로분

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은퇴’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은퇴 개념을 그대

로 활용하였으므로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분은퇴 베이비부머를

고려하지않은한계가있다. 생애 최장기일자리은퇴후

가교일자리 종사자가 전체 노인의 12.6%를 차지하고 있

다는 보고[71]를 고려하여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분은퇴 베이비부머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유형을 소비행위 측면에서 설

명할 수 있는 소비동기와 소비행위평가 등에 관한 정보

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5.2 의의 및 제언
본연구는다음과같은의의가있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이 그들의 우울수

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둘째, 베이

비부머의 소비유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

로파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셋째,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데있어서기존의소득중심연구에보완이될수있는소

비변수를추가하여노인복지연구의영역확장에기여하

였다.

본연구의결과및논의를토대로다음과같이제언하

고자한다. 첫째, 경제활동참여유무에따른우울수준에

차이가크고, 연령이증가할수록우울수준이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결과[5, 72]를 고려하여향후본격적인노년

기에접어들베이비부머의우울을예방하기위한대비가

시급하다.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예방하는 것이 검증된

바[73],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울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

라는 OECD 국가 중 우울 및 자살 출현율이 가장 높아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

런관점에서라이프스타일을반영하는소비패턴을분석

하고 바람직한 재정적 자문과 상담을 시도하는 새로운

시각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라이프 스타일을 총체적으로 반

영한소비유형의우울에대한영향력은소득만을고려했

을 때보다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

론을 도출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추가로 소비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측

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실천적으로 소비

수준이 낮은 기초생활중심형의 우울수준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고려할때은퇴이후수입감소에따른소비

의 변화를 예측하고 소비규모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사

전에 재무 설계 컨설팅 및 관련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

할필요가있다. 최근 5년간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원교육 현황을 보면, 전체 실시한 교

육중 2% 정도만노인, 어린이다문화가정과같은사회

적 배려계층에 대한 소비자원교육이 실시되어 소비교육

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영역의 소비교육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종사자의 은퇴 후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자원을 투자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

램을 공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하는

것이향후은퇴고령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시급하

다고사료된다. 현재운영되고있는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중소기업청의 재무컨설팅 및 시니어기술창업지

원사업등을포함한다양한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활용

하는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프로그램과제

도 마련의 근거를 소득중심에서 소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중용된 관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소비관점에서 기초생활중심형의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비가 우

울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하여취약계층의

수입 및 수급액의 증가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

비유형에초점을맞춤으로써개인별 욕구에부응하는맞

춤형복지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이미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 449
최저생계비라는 제도를 통해 사실상 취약계층의 소비를

염두에둔제도가존재하지만최저생계비는일률적인기

준에의하여책정되므로분명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소비 교육

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취약

계층의소비와지출형태에관한기초조사, 사정, 계획, 실

행 및 관리, 평가 등 전반적인 사례관리 체계 속에서 모

니터 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베이비

부머 소비 연구의 이론적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 베이비부머를 표적대상으로 한 은퇴 전과 은퇴 후

소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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