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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성공  노후 교육에 한 노인들의 수요도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  노후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우선 166명의 주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들을 상으로 교육수요도를 악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성공  노후를 한 노후생애설계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성공  노후 이해, 건강 리, 재무, 사회참여, 여가, 계, 자아정

립, 실천계획수립의 각 역에 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 하 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34명의 교육 로그램 지원자들을 상으로 교

육 로그램을 시행하여 교육내용 이해도의 측면에서 이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본 

교육 로그램은 교육내용 이해도의 측면에서 노년기변화, 성공  노후 이해, 건강 리, 재무, 사회참여, 여

가, 계, 자아정립, 실천계획수립에 한 이해도를 뚜렷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을 

상으로 우선 실시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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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one was to investigate the elderly people's educational 
needs on successful aging(Study 1), and the other was to construct the educational program for 
successful aging and evaluate its effectiveness(Study 2). For Study 1,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the 166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 job creation 
projects for the aged in Gwangju and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means-of-different 
tests.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elderly people strongly desired the education successful aging 

in terms of health care, finance, social participation, leasure, social network and self acceptance. 
In Study 2, the educational program for successful aging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1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using one-group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34 voluntary participants in the program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nd analyzed using the paired samples t-test 
technique.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elderly 

people's understanding of successful aging in terms of health care, finance, social participation, 
leasure, social network and self accept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 designed in this study wa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lderly people's 

quality of life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dvanced. successful aging, educational 
needs,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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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0년 11월을 기 으로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상회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1년 재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0%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상된다. 이와 같은 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1980년 11.2이던 노령화지수가 2009

년 기 으로 63.7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60명

을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노인

인구가 유년인구를 과할 것으로 망된다[1].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은 역사 으로 그 유례를 찾

기 힘들 정도로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차원이나 개인 인 차

원에서 그동안 이에 한 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

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이 

노후를 한 축‧투자 액은 월평균 17만원에 불과하

고 그나마 반은 아무런 융상품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노년층의 노후 비 상황은 이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며, 이러한 사실은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

만 명당 노인자살자 수가 77명으로 1990년의 14.3명보

다 5.38배나 증가했다는 최근의 통계에서 단 으로 드

러난다[3]. 즉  노년층 부분이 성공  노후를 보내

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노인들과 은퇴 정

자들이 남은 노후나 다가올 노후를 성공 으로 보내기 

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정부 차원의 보편  노후 비 

교육 로그램이 실히 요청되고 있다.

한 지 까지의 노인연구는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

이 부정 이었고, 연구의 이 빈곤, 질병, 고독, 무

의 4 고를 주요 노인문제로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한 정책  안을 제시하는데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노인이 사회의 요한 다수집단으로 자리 잡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재의 문제 심  근법에서 벗어나 

체 노인을 상으로 한 포 이며 방 인 차원에서

의 노인연구와 정책  안제시가 필요하다[4][5]. 특히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성공  노후’에 한 본격

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를 계기로 노인에 한 연구

가 문제 심  근법에서 방 ‧통합  근법으로 

그리고 부정 ‧소극  에서 정 ‧ 극  으

로 환되었다. 1990년  이래로 성공  노후에 한 

연구가 구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에 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  노후는 신체 ‧정신  건강, 안정 인 재무, 

인간 계 등을 포 하는 다차원 인 개념이며, 성공  

노후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문화  특성과 환경  

조건의 차이 때문에 구미와 한국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성공  노후 련 연구

를 보면, 부분 성공  노후의 특정 몇몇 측면에만 

을 맞추어 개념화를 시도하거나 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6-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의 일반  노인문제에 

해 기존의 소극 ․부분  응 차원을 벗어나 방

․통합  차원에서의 선제  응을 해서는 노인

교육 특히 성공  노후를 한 교육실시가 필요하다는 

제아래, 우선 우리의 문화  특성에 맞는 성공  노

후의 개념화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을 

상으로 성공  노후를 한 교육 수요도를 조사한 

후,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포 인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노

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

의 모델로 활용 가능토록 함으로서, 고령사회의 노인문

제를 포 이고 방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여러 방

안들의 지향 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성공적 노후
2.1.1 성공적 노후 이론
성공  노후에 한 본격 인 논의는 1986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노년학회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노인에 한 연구 시각이 부정 인 측면에서 정 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환되었다[5]. 그 이후 성공

 노후 이론들이 발 하기 시작하 는데, 이 이론들은 

크게 심리학  이론과 사회학  이론으로 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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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의 성공  노후 이론으로는 [10-12] 등

의 학자들을 심으로 한  생애발달이론을 들 수 있

는데, 이 학자들의 이론은  생애  과정에서 성장, 유

지, 상실의 보상 등 3  보상과제를 요시하는 공통

을 지니고 있다. [10]은 생애주기 에서 인간발달의 4

가지 주요테마를  생애  과정으로서의 발달, 다차원

인 발달, 다 방향  발달  다결정요소의 발달 등 복

합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11]은 발달, 임상  정

신건강에 기 한 야심 인 성공  노후모델을 제시하

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성공  노후는 자기수용, 타인

과의 정  계, 자율성, 환경에의 숙달, 인생의 목표 

 개인  성장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된다. 보상을 수반

한 선택  정화 모델을 제시한[12]는 연령에 따른 손

실  성취, 발달  유연성을 고려한  생애  이론모

형을 구성하고자 시도하 다.

사회학  의 성공  노후이론은 크게 활동이론

과 삶의 질에 기 한 연구로 나눠진다. 노년기 활동의 

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론은 원래 [13]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14]는 극  사

회참여모델을 제시하 다. 이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

다는 것은 성공  노후의 한 측면이 될 수는 있으나 

재 질병이 없더라도 그 험 요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는 보편  노후(usual 

aging)로서 이는 성공 인 노후와는 다르다고 본다. 이

러한 시각에서 이들은 성공  노후는 낮은 질병율  질

병에 의한 장애 험 회피, 높은 수 의 정신  기능과 

신체  기능의 유지 그리고 극 인 인생참여의 세 가

지가 성공  노후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생애

를 통하여 신체 , 인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산 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삶의 질을 성공  노후의 핵심  요소로 보는 

입장에서 성공  노후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컨 , [15]는 삶의 질을 객 인 요소와 주

인 요소를 포함하는 포 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객  요소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표하

는 상황조건의 질이며, 주 인 요소는 주  안녕, 

개인의 발 과 성장 등으로 표되는 인간의 질  측면

을 의미한다. 반면에 [16]은 삶의 질의 주  측면에 

비 을 두고 신체 ,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 

한 주 인 해석과 개인  역량을 강조하 다. 

2.1.2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은 생물학 , 생애주기 , 

심리 인 시각 등 다양한 시각에서 성공  노후에 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나, 아직까지 이 개념에 한 정의

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17]. 그 지만 성공  노후는 신

체 , 심리 , 사회  기능의 수 이 높고, 삶의 만족 수

과 응의 수 이 높은 상태라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

이고 있다[18].

성공  노후의 구성요소들에 한 국외 연구를 살펴

보면, [19]는 기능 인 상태, 정서  상태, 인지  상태, 

생산 인 참여의 4차원을, 그리고 [20]은 사회․가족  

계, 재정, 독립, 본질  가치, 인지  기능, 신체외모, 

성취 등을 성공  노후의 요한 구성요소로 제시하

다. [21]은 건강, 행복감/충족감, 계, 개인성장, 독립성, 

장수, 활동, 인생의 가치/평가의 7개 요인을, 그리고 

[22]는 신체  건강, 기능  건강, 심리  건강, 사회  

건강, 새로운 것의 학습 등 5개 요소를 성공  노후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한편 국내 연구를 보면, 성공  노후의 구성요소로 

[23]은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자아수

용, 상호교류, 사 등 7개 요인을, 그리고 [24]는 

받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독립 인 삶, 경제  자

립, 만족한 삶 등의 5개의 요인을 성공 노후의 구성요

소로 제시하 다. [25]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

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  삶, 자

기통제를 잘 하는 삶의 4개 요인이 성공  노후를 구성

한다고 보았으며, [26]은 일상의 안녕, 효능감, 물리  

안녕, 사회통합, 실수용의 5개 차원을 제시하 다. 

성공  노후에 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한국과 서구의 공통 과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먼

 성공  노후의 공통 인 구성요소를 보면 신체 인 

건강, 심리 ․정서  안녕, 가족과의 친 한 계, 타

인과의 정 인 계  지지기반 확보, 경제  안정, 

자율, 생산  활동 등으로 나타나 있고, 차이 은 서구

는 성공  노후의 요 요소를 개인의 목표, 성취,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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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친 한 사람과의 계와 상호

작용을 요 요소로 보고 있다. 즉 서구는 개인 심이

고, 한국은 가족  친척, 친구 등 계 심임을 알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의 검토결과와 한국

의 문화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한 실증  연구를 바

탕으로 [5]가 최근에 제시한 성공  노후의 개념화에 

근거하여 성공  노후는 활기찬 신체 ‧심리  건강, 

안정  재무, 극  사회참여, 즐거운 여가, 좋은 가족 

 사회 계, 정  자아정립의 6개 요소로 구성된 것

으로 보고자 한다.

2.2 노인교육프로그램 
교육 로그램(Educational Program)은 정형화된 일

련의 교육과정을 말하는데, 주로 특정 계층을 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로그램에는 교육목 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  등에 한 종합 인 내용이 포함된

다[27].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노인을 상으

로 한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와 국내의 노인 련 교

육 로그램 실시 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2.1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행연구
노인교육 로그램과 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교육수요도 련 연구, 교육 로그램 개발과 련된 연

구, 그리고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연구로 나눠

진다. 우선 교육수요도 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노인

학 교육 로그램에 한 수요도 연구에서 [28]은 부

분의 노인들이 교육기간은 2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 시간 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

다. 한 교육 로그램으로는 취미․건강, 교육방식으

로는 견학  실습을, 그리고 운 경비는 액 정부 부

담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노인건강상태별 보건교육 

수요도에 한 [29]의 조사연구에서는 부분의 노인들

이 교육내용으로 ‘질병 방  리’를, 교육방법으로는 

개인상담을, 교육장소로는 지역사회복지 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련된 국내연구를 살펴

보면, [30][31]은 퇴직 정자를 상으로 퇴직 이후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 후의 생활 반의 문제

처를 통한 응력 강화를 목 으로 성공 인 퇴직생활

에 응을 한 목 으로 노년을 한 퇴직 비교육 

로그램 모형을 개발하 다. 한 [6]은 퇴직교원을 상

으로 노후생활 반에 걸친 비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을 목 으로 퇴직교원을 한 노후생활 비 로

그램을 개발하 다. [32]는 노인의 가족생활 반에 걸

친 문제해결을 통한 응력 강화를 목 으로 노인을 

한 가족생활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고, [7]은 노년기

의 다양한 문제에 극 으로 처하여 노후 응능력 

향상을 목 으로 노년기 비교육 로그램인 ‘풍요로

운 노후 가꾸기’ 로그램을 개발하 다. 

노인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33]은 재가노인을 상으로 우울증 방 로그램의 효

과성을 연구한 결과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하 고, [8]은 노인교육 로그램이 노후생활의 바람직

한 인식  정  태도 함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

견하 다. [34]와 [35]는 경증 치매노인을 상으로 치

료 크 이션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상자의 인지

기능 향상과 우울증 감소,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과 [9]는 

노인종합복지  여가 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 로그램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2.2.2 노인교육프로그램 시행현황
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공기 , 노인단체, 종교

단체, 사회 사단체, 학교부설기  등에서 노인들을 

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고령자들의 구

직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해서 성실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50세 이상의 은퇴 정

자나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상으로 이들이 지역사

회에서 사회공헌이나 자원 사, 재취업 등을 직  실

할 수 있도록 돕기 해서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 

로그램인 PBL(Program for Beautiful Life)을 실시하고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그램의 수요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339

있다[37][38].

한 한노인회 산하 노인교실, 각 지자체에 설립되

어 있는 노인종합복지 ,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단체와 교단에서 운 하는 노인 학 등

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노인교육 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는데, 로그램의 내용은 건강, 교양, 여가, 사

회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각 지자체에

서 운 하는 사회복지 ,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생교육

기 인 지역별 평생학습 , 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서 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분 으로 노인 상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국민연 리공단에

서 고객들을 상으로 재무 심의 노후설계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에서

는 퇴직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사회공익활동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지원하는 로그램인 해피시

니어 로젝트를 운 하고 있다[37][38].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노인교육 로

그램 련 연구는 부분 건강, 재무, 여가 등 성공 노

후의 일부 역에 을 맞추고 있다. 한 국내의 각

종 공공기   민간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교육

로그램도 부분 국지 ‧비조직 ‧단편  성격을 띠

고 있으며, 노인들의 성공  노후를 한 종합 ‧포

‧체계  교육 로그램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의[14] 극  사회참여모델

에서 강조하듯이 실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

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을 상으로 성공  노후를 

한 교육에 한 욕구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합한 성공  노후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

을 평가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 노인교육과 달리 사회학  

의 이론  성공  노후 이론과 삶의 질 이론에 기반하

여 조작 으로 정의한 활기찬 신체 ․심리  건강, 안

정  재무, 극  사회참여, 즐거운 여가, 좋은 가족  

사회 계, 정  자아정립 등 6개의 성공  노후 구성

요소들을 포함시킨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에 한 

교육수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  노

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희망자를 상으로 실제

로 교육을 실시하 다. 이러한 교육실시 때 성공  노

후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향후 성공  노후 교육정

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으며 이를 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2단계 : 설문지표 개발
↓

3단계 : 교육 수요도 조사
↓

4단계 : 교육프로그램 개발
↓

5단계 :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6단계 : 실험대상 교육실시
↓

7단계 :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8단계 :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 연구절차

3.1 연구1: 성공적 노후 교육 수요도 조사연구 
3.1.1 조사연구 내용
교육수요를 악하기 해서 성공  노후를 한 교

육의 필요성, 희망하는 교육유형, 노인들의 삶의 질 향

상과 한 련이 있는 성공  노후 이해, 건강, 재무, 

여가, 사회참여, 노년기 계망, 자아정립, 생애목표 수

립 등의 역별 교육 필요성, 정 교육횟수, 효과 인 

교육운 방식  정 교육비 부담액 등을 조사하 다. 

3.1.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교육수요도 악을 한 자료는 주 역시 소재 노

인일자리사업 수행기  2곳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172명으로부터 수집하 으

며, 자료수집도구로는 표 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이었으며, 노인들의 응답능력에 따라 

자기기입식 조사와 면 조사를 병행하 다. 회수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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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응답이 부실한 6부를 제외한 166부(회수율: 

96.5%)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3.2 연구2: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3.2.1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39]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 

에서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Skilbeck 모형을 교육

로그램개발 모형으로 활용하 으며, 교육수요도 조

사에서 나타난 희망교육유형  내용, 교육방법에 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문제 문가들과의 토론과 의

를 거쳐서 노인들의 특성에 합하고 그들의 욕구에 부

합하는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교육 로그램의 목표는 길어진 노년기에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성공  노후의 6개 구성

요소인 건강유지, 재무, 여가, 사회참여, 계  자아정

립에 한 이해와 실천방법을 이해하고 남은 노후를 성

공 으로 보내기 한 인생설계의 수립  실천에 두었

다. 로그램은 1일 2시간씩 총 5회 차로 구분하고, 성

공  노후 이해하기, 진단하기, 설계하기  실행하기의 

4개 과정이 상호 유기 으로 연계되도록 구성하 다.

3.2.2 프로그램의 실시방법
본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해서 주 역

시 소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  2곳의 노인일자리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 에서 자발 인 

참여자 34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으로 2010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교육을 실시하 다. 교

육 강사는 해당 분야의 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의 신체‧심리‧사회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분야별 

문가들이 담당하 다.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와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자료는 로그램 달의 효

과성을 높이기 해서 최신정보를 담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 다. 그리고 참여자 원이 역별 문제 을 스

스로 진단하고 교육내용과 실천계획 내용을 기록하도

록 진단지와 이더차트  개인 워크시트를 활용하도

록 하 다. 로그램의 조정과 체진행  총 은 본 

논문의 연구책임자가 담당하 다.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는 단일집단 사 -사후검사 실험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를 사용하 으며, 효과성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로그램 시작 에 참여자들을 상

으로 사 검사를 실시하고 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사

후검사를 실시하 다. 

3.2.3 효과성 측정도구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은 교육 상자들의 태도나 가

치  등의 변화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련 지식

의 변화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여 성공  노후 이해도의 변화 측

면에서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성공  노후 이해도를 측정하기 한 척도는 선행연

구에 한 검토와 교육 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가들과의 토론  자문을 거쳐 본 연구진이 개발하

다. 성공 노후의 6개 구성요소  건강유지 역은 좋

은 식생활, 노인성 질병  방법, 심리  건강실천방

법에 한 이해도를 묻는 3문항, 재무 역은 안정  자

리방법, 노후연 , 악덕상술에 한 이해도를 묻는 

3문항, 여가 역은 노년기 여가의 요성, 노년기 시간

활용방법, 합한 노년기 여가활동에 한 이해도를 묻

는 3문항, 사회참여 역은 은퇴 후 역할, 합한 사회

참여기 /단체, 노년기 사회참여의 정  효과에 한 

이해도를 묻는 3문항, 노년기 계망 역은 가족/친구

계의 요성, 가족과의 정  계 형성방법, 친구들

과의 친교방법에 한 이해도를 묻는 3문항, 그리고 자

아정립 역은 노년기 변화의 정  수용, 노년기 자

아정립의 필요성, 노년기 자아 존 감 인식에 한 이

해도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하 다. 이에 덧붙여, 노년

기변화, 성공  노후  실천계획수립에 한 이해도를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하 다. 각각의 문항에 한 응

답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

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공  노후 교

육이해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사 검

사와 사후검사의 경우 모두 .97로서 매우 만족스러운 

수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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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애설계 자격증 취득 크 이션 문지식
체능/외국
어

기타 합계(N) 유의성검정

전 체 65.2 6.6 9.0 2.4 9.0 7.8 100.0(166)

연
령

60대 53.4 17.2 12.1 1.7 8.6 6.9 100.0(58)
=18.204

df=5 P=.00370대이상 71.3 0.9 7.4 2.8 9.2 8.3 100.0(108)

학
력

중학이하 67.1 2.6 6.6 2.6 6.6 14.5 100.0(76)
=13.266

df=5 P=.021고등이상 63.3 10.0 11.1 2.2 11.1 2.2 100.0(90)

소
득

100만
미만 69.2 0.9 7.5 2.8 9.3 10.3 100.0(107)

=18.838
df=5 P=.002100만

이상 57.6 16.9 11.9 1.7 8.5 3.4 100.0(59)

표 2. 희망하는 교육유형 (단위: %)

Ⅳ. 연구결과 및 해석

4.1 성공적 노후 교육 수요도
교육수요도 조사 자료는 SPSS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선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어서 성, 연

령, 학력  소득별 차이를 악하기 해서 교차분석

과 검증  t검증을 실시하 다. 

4.1.1 응답자의 특성
교육수요도 조사 자료에 한 분석에 앞서 우선 성공

 노후 교육수요도 조사에 참여한 노인 166명의 인구

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6.0%, 여성이 

44.0% 으며, 연령별로는 60 가 36.1%, 70  이상이 

63.9% 다. 학력별로는 등학교 졸업 이하가 15.7%, 

학교 졸업이 30.1%, 고등학교 졸업이 38.5%, 학이

상이 15.7%의 분포를 보 고,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

자가 있는 경우가 68.3%, 없는 경우가 31.7%의 분포를 

보 다. 그리고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4.5%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9.3%의 비 을 차지하 고, 200만원 이상은 

16.2%에 지나지 않았다. 

4.1.2 교육종류 및 내용
첫째, 성공  노후를 한 교육의 필요성에 해서 

응답자의 7할이 넘는 72.9%가 ‘필요’(필요+매우 필요)

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불필요’(  불필요+불필

요)하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성공  노후를 한 교육의 필요성에 하여 성, 연

령, 학력  소득별로 교차분석과 검증을 한 결과 성,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인구

학  배경의 차이에 계없이 7할이 넘는 다수의 노

인들이 성공  노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공  노후 교육에 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다. 

구 분
불필요

불
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합계
(N)

평균
( )

전 체 3.0 2.4 21.7 66.3 6.6 100.0
(166) 3.71

표 1. 성공적 노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단위: %)

둘째, 성공  노후를 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65.2%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

인들이 ‘노후생애설계 교육’을 지 하 다. 반면에 ‘자

격증취득 교육’(6.6%), ‘ 크 이션 교육’(9.0%), ‘ 문

지식 교육’(2.4%), ‘ 체능/외국어 교육’(9.0%)을 지 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의 낮은 비율에 지나지 않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성공  노후를 한 교육유형은 연

령, 학력  소득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60 가 70

 이상 연령층보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들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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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합계(N) 평균( )

성공적 노후 이해 0.6 3.0 41.6 46.4 8.4 100.0(166) 3.59

6개
영역

건강관리 0.6 1.8 25.9 50.6 21.1 100.0(166) 3.90

재무 0.6 7.2 44.6 39.2 8.4 100.0(166) 3.48

사회참여 0.6 1.2 31.9 51.8 14.5 100.0(166) 3.78

여가 0.0 3.0 25.3 52.4 16.3 100.0(166) 3.82

관계 0.6 1.2 39.2 47.6 11.4 100.0(166) 3.68

자아정립 0.0 3.6 37.3 50.1 9.0 100.0(166) 3.64

생애목표수립 1.2 2.4 36.1 48.3 12.0 100.0(166) 3.67

표 3. 영역별 성공적 노후 교육의 필요성 (단위: %)

이하 학력자들보다, 그리고 월 소득 1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이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보다 ‘자격증취득 교육’

과 ‘ 크 이션 교육’을 상 으로 더 많이 원하 다. 

이것은 60  연령층, 고등학교 이상 학력층, 100만원 이

상 소득계층이 소득증 를 한 자격증 취득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한 크 이션 활동을 더 많이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공  노후 교육과 련하여 ‘성공  노후 이

해’교육, 성공  노후의 구성요소들인 ‘건강 리’, ‘재무’, 

‘사회참여’, ‘여가’, ‘노년기 계망’  ‘ 정  자아정립’

의 6개 역에 한 교육, 그리고 성공  노후를 한 

‘생애목표수립’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 다. 그 결과, ‘성공  노후 이해’ 교육에 해서

는 반이 넘는 54.8%의 응답자들이 ‘필요’(필요+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하 다. 

성공  노후의 6개 역인 ‘건강 리’, ‘재무’, ‘사회참

여’, ‘여가’, ‘노년기 계망’  ‘ 정  자아정립’ 교육에 

해서는 각각 71.7%, 47.6%, 66.3%, 68.7%, 59.0%, 

59.1%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

하다는 반응은 각각 2.4%, 7.8%, 1.8%, 3.0%, 1.8%, 

3.6%에 불과하 다. 그리고 ‘생애목표수립’ 교육에 

해서도 6할에 해당하는 60.3%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

고 지 한 반면에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6%에 지나

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다수의 노인들이 성공  

노후 교육을 구성하는 각 역들에 한 교육의 필요성

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역별 성공  노후 교

육의 필요성에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 연령  소득별로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성, 연령, 소득의 차이에 계없이 다수의 노인

들이 각 역별 성공  노후 교육의 필요성에 해서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력별로는 

일부 교육 역에 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

으로 [표 4]의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들

이 ‘성공  노후’, ‘여가’  ‘생애목표수립’ 교육의 필요

성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 한 [28][29]의 연구변인들

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건강과 취미와 연 된 변인

들만 가지고 요구도 조사를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

후생애설계 로그램에서 실시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구

성하 다.

구 분 학력 평균( ) t값 유의확률(P)

성공적 노후
중학이하 3.46

2.177 .031
고등이상 3.70

여가
중학이하 3.68

2.208 .029
고등이상 3.93

생애목표수립
중학이하 3.54

2.166 .036
고등이상 3.79

표 4. 영역별 교육필요성에 대한 학력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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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강의 강의+워크샵 워크샵 강의+개별상담 기타 합계(N) 유의성검정

전 체 39.2 30.1 3.6 22.9 4.2 100.0(166)

학
력

중학이하 42.1 27.6 7.9 17.1 5.3 100.0(76)
=10.119

df=4 p=.038고등이상 36.7 32.2 0.0 27.8 3.3 100.0(90)

표 6. 효과적인 교육운영방식 (단위: %)

구 분 무료 1만원 미만 1～3만원미만 3～4만원 기타 합계(N) 유의성검정

전 체 61.4 16.9 15.1 3.0 3.6 100.0(166)

성별
남자 67.0 19.1 8.5 2.1 4.3 100.0(58)

=10.915
df=4 p=.028여자 54.2 13.9 23.6 5.6 2.8 100.0(108)

표 7. 적정‘교육비 부담액’ (단위: %)

4.1.3 교육방법
첫째, 1회당 2시간씩 교육할 경우 정 교육횟수에 

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체응답자의 7할이 넘는 

73.5%가 ‘3회 이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

회’를 원하는 응답자들은 18.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하 다. 따라서 5회 이하를 원하는 응답자들이

92.2%로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교육회수에 한 인구학  변수별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성, 연령, 학력  소득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3회이하 4~5회 6~7회 8~9회 10회이상 합계(N)

체 73.5 18.7 4.8 1.2 1.8 100.0
(166)

표 5. 적정 교육횟수

둘째, 성공  노후 교육에 합한 효과 인 교육운  

방식에 하여 질문한 결과, ‘강의’만으로 교육을 운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강의와 워크샵’ 혹은 ‘강의와 개별상담’을 종

합하여 교육을 운 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지 도 각

각 30.1%와 22.9%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방 인 강의만으로 교육을 운

하는 것보다는 강의에 덧붙여 워크샵이나 개별상담

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지 이 더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학  변수별로 효과  교육운 방식에 한 견

해의 차이결과를 보면, 학력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들이 학교 이하 학력자들보다 

‘강의 + 워크샵’ 혹은 ‘강의 + 개별상담’의 혼합형 교육

운 방식이 더 효과 이라고 보는 비율이 상 으로 

더 높았다.

셋째, 정 ‘교육비 부담수 ’에 해서는 6할이 넘는 

61.4%의 응답자들이 ‘무료’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1만원 미만’이 16.9%,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이 15.1%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3-4만원’을 

지 한 비율은 3.0%의 극히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 다. 

부분의 노인들이 경제 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실을 고려했을 때 ‘무료’ 교육을 원하는 노인들이 6할

을 넘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  변수별로 정 교육비 부담액에 한 의견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무료 교육을 원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67.0%로서 여자들의 54.2%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높았다. 이것은 가정의 경제생활을 책임

져왔던 남자노인들이 아무래도 여자노인들에 비해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료교육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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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검사 사후검사 평균차이 t값 유의확률

종합적 이해도(전체) 71.52 82.48 -10.96 -2.531 .008

노년기 변화 3.58 4.00 -.42 -1.779 .043

성공적 노후 3.68 4.21 -.53 -2.788 .005

6개 영역

건강관리 10.38 11.50 -1.12 -1.711 .047

재무 9.47 11.26 -1.79 -2.496 .009

사회참여 9.44 11.76 -2.32 -3.476 .001

여가 10.15 12.03 -1.88 -2.740 .005

관계 10.82 12.12 -1.29 -2.069 .023

자아정립 10.47 11.68 -1.21 -1.814 .040

실천계획수립 3.26 3.94 -.68 -2.719 .005

표 8.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결과 

4.2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앞에서 언 했듯이, 성공  노후 교육 수요도 조사결

과에 근거하여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성공  노후 이해도의 측면에서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교육 로그램 실시 에 성공

노후의 구성요소들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 으며, 교

육 실시 후에 다시 구성요소들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

다.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해서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 다.

4.2.1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본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34명의 노인들의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47.1%, 여자가 

52.9%의 비 을 차지하 으며, 연령별로는 60 가

55.9%, 70  이상이 44.1%의 분포를 보 다. 학력별

로는 등학교 졸업이하가 11.8%, 학교 졸업이 

11.8%, 고등학교 졸업이 32.4%, 학이상이 44.0%로 나

타났으며,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3.5%, 없는 경우가 26.5%의 비율을 보 다. 

4.2.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결과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성공 노후의 종합  

이해도를 보면, 로그램 실시 에는 71.52 이었으나 

로그램 실시 후에는 82.48 으로 10.96 이 높아졌고, 

이러한 이해도 향상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 역별로 보면, ‘노년기변화’  ‘성공  노

후’ 이해도의 경우 로그램 실시 에 각각 3.58 과 

3.68 이었고, 실시 후에는 각각 4.0 과 4.21 으로 높

아졌으며, 이러한 이해도의 향상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노후를 구성하는 6개 역인 건강 리, 재무, 

사회참여, 여가, 계  자아정립의 6개 역에 한 

교육 로그램 실시 의 이해도 수 과 실시 후의 이해

도 수 을 보면, ‘건강 리’ 역은 10.38 에서 11.50 , 

‘재무’ 역은 9.47 에서 11.26 , ‘사회참여’ 역은 

9.44 에서 11.76 , ‘여가’ 역은 10.15 에서 12.03 , 

‘노년기 계망’ 역은 10.82 에서 12.12 , ‘자아정립’ 

역은 10.47 에서 11.68 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각 

역별 이해도 향상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성공  노후를 한 ‘실천계획수립’ 분야에 한 이해

도는 교육 로그램 실시 에는 3.26 이었고, 실시 후

에는 3.94 으로 상승하 으며, 이러한 이해도 향상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은 

이해도의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으며, 교육 로그램은 노년기변화, 성공  노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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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성공  노후의 6개 역인 건강 리, 재무, 사회참여, 

여가, 계  자아정립, 그리고 성공  노후를 한 실

천계획수립에 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이 인구학  변수

들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해 이해도 향

상수 (사후검사 수-사 검사 수)에 하여 인구학

 변수별로 차이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성, 연령, 

학력별로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로그램이 성, 연령, 학력 등의 차이에 계없이 

균일하게 그 효과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 한[8][33-35]의 연구변인

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우울, 노인교육, 치료 

크 이션, 치매 등과 같은 단편 인 변인을 가지고 효

과성을 측정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후생애설계 로

그램 수요도 조사에서 나타난 6개의 다양한 변인들을 

가지고 효과성을 측정하 다. 그러나 [40]의 연구에서 

퇴직이후를 한 노인 비교육이 노인의 생활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Ⅴ.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부분은 아무런 노후 비도 없

이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이 성공

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차원에서 

극 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노인

들과 은퇴를 앞둔 장년층을 상으로 성공  노후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성공  노후 교육의 

실시는 우선 성공  노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최 의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공  노후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방법은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과정을 통해 입증된 내용을 성공  

노후 교육 방법으로서 정책에 반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공  노후를 한 교육의 필요성에 해서 

부분(72.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지만 불필요하다

는 응답자도 다수 있으므로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본

인의 수강신청 차를 거쳐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성공  노후를 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지에 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65.2%에 해당

하는 부분이 ‘노후생애설계 교육’을 희망하 다. 그러

나 크 이션 교육, 문지식교육 등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희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노후

생애설계 교육과정과 함께 문지식 교육이나 크

이션 교육도 별도의 과정으로 운 될 필요가 있음을 보

여 다.

셋째, 성공  노후 교육내용에 한 응답내용을 분석

한 결과 이론  근거에 의해 설정한 성공  노후의 6개 

역인 건강 리, 재무, 사회참여, 여가, 노년기 계망, 

정  자아정립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부분 응

답하 다. 그러나 각 역별로 응답비율에 차이가 많으

며, 불필요하다는 비율이 비교  높은 역도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묶어서 교육시키는 통합교육보다는 심

역에 따른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역별 개별과정

으로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교육횟수에 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

분(73.5%)이 3회 이하인 총 6시간이하의 교육시간을 희

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으로 교육시간

은 교육내용의 난이도나 교육이 지향하는 목 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교

육실시 에 교육수요도 조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보

다 교육실시 후에도 조사가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시간

을 용했을 때 나타나는 교육내용 이해도 차이 등 여러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처럼 교육시간을 6시간이하로 부분 희망

하는 원인이 본 연구의 실험 상이 부분 65세 이상의 

고 연령층이라는 도 일부 작용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성공  노후 교육에 합한 효과 인 교육운

방식에 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강의’만을 원하

는 비율(39.2%) 보다 ‘강의와 워크샵’ 혹은 ‘강의와 개별

상담’을 종합하여 운 하기를 원하는 비율(53.0%)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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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공  노후 교육내용 특성상 개

개인이 처한 입장이나 상황이 다양하고 구에게나 

같이 용되는 경우보다 개인별 특성이 반 되어야 한

다고 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통사항에 하여

는 강의로, 개별 상황이 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상담으

로 근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혼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정 교육비 부담수 에 한 응답내용을 분

석한 결과 부분(61.4%)의 응답자들이 무료교육을 희

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 상이 비

교  경제  어려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측되나, 실제 운 에 있어서는 무료교육 상과 

유료교육 상과의 교육효과를 분석해 비교해보는 등 

무료교육 실시에 해서는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본 연구의 실험 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

여하고 있는 고 연령층을 상으로 하여 요구도 조사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실제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 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상으로 성공  노후교육

을 실시하려는 정책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일련의 연

구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은퇴 노인들의 특

성이 다양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지 않은 노인을 

상으로 성공  노후교육을 실시하려는 정책에 본 연

구내용을 그 로 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경제  특성, 개개인의 특성을 분류하여 그

룹화를 통해 맞춤형 성공  노후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선택이라고 본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성공  노후 교육에 한 노인들의 수요도

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

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 이 있었

다. 우선 성공  노후 교육 수요도를 악하기 해서 

166명의 주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상으

로 표 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성공  노후 교육욕구, 

교육유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체 응답자의 72.9%가 성공  노후를 한 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교육유형으로는 65.2%가 노

후생애설계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측면

에서는 부분의 응답자들이 ‘성공  노후 이해’와 성공

노후의 6개 역인 ‘건강 리’, ‘재무’, ‘사회참여’, ‘여

가’, ‘노년기 계망’  ‘ 정  자아정립’ 교육 그리고 

성공  노후를 한 ‘실천계획수립’ 교육의 필요성을 지

하 다. 

한 1일 2시간 기 으로 한 교육횟수는 9할이 

넘는 응답자들이 5회 이하라고 보고 있고, 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강의+워크샵’ 혹은 ‘강의+개별면담’의 혼합

형 교육방식을 효과 인 교육운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가 6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해서 

노인들을 상으로 성공  노후 교육 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로그램 개발 시 교육 내

용은 성공  노후 이해․건강․재무․노년기 계망․

사회참여․ 정  자아정립 역 등이 균형있게 포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한 교육방법과 

련하여 노인들의 교육집 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횟

수는 3회 이내, 혹은 최 한 5회 이내로 제한하고, 부

분의 노인들이 소득층인 을 감안하여 교육 참여자

들에게 교육비를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

으로 단된다. 그리고 노인의 특성상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욕구수 이 다양하기 때문에 집합교육과 더

불어 워크샵이나 맞춤형 개별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 한 

[8][33-35] 의 연구변인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우울, 노인교육, 치료 크 이션, 치매 등과 같은 단편

인 변인을 가지고 효과성을 측정하 으나 본 연구에

서는 노후생애설계 로그램 수요도 조사에서 나타난 6

개의 다양한 변인들을 가지고 효과성을 측정하 다는 

차이 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은 노인들의 

교육욕구와 소망에 부합하는 성공  노후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 으며, 주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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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과정 : 성공  노후 ‘이해’하기(60분) 

교육목 성공적 노후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노후생애설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다. 

수업목표
사회변화와 노년기 변화를 이해한다.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이 통합적․균형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이해한다  

수업 차 수업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도입
(15분)

일정소개
사전평가

진행자가 교육일정을 소개
사전평가(교육내용 이해도) 활동 5

10
이름표,
사전평가지

개
(40분)

변화의 이해

변화란?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
노년기의 변화
제2의 인생설계의 필요성

강의 10

성공적 노후 
이해하기
․ 성공적 노후의 필요성
․ 6가지요건
  개념 이해하기
․ 6가지요건
  통합적 균형적
  충족 이해하기

성공적인 노후란?
성공적노후의 필요성
성공적 노후를 위한 6가지 요건 
․ 건강(신체/심리) 요건
․ 재무(돈/자산) 요건
․ 사회참여(일/자원봉사) 요건
․ 여가(취미/오락) 요건
․ 관계(가족/친구) 요건
․ 자아정립(자아통합/자율) 요건

강의 30

정리
(5분)

중요개념 재설명
다음시간 예고

성공적노후의 중요성 및 
6가지 요건 재설명 5

표 9. 성공적 노후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

들  34명의 교육 로그램 자원자들을 상으로 1일 2

시간씩 5일간 교육 로그램을 시행하여 교육내용 이해

도의 측면에서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본 교육 로그램이 노년기변화, 성공  노후 

일반  성공  노후의 6개 역인 건강 리, 재무, 사회

참여, 여가, 계  자아정립, 그리고 성공  노후를 

한 실천계획수립에 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교육 로그램은 이해도의 측면에서 뚜

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한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지역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가 되는 교육수요도 조사 상에서 

향후 다수의 노인인구를 구성하게 될 베비붐세

(1955-1963년생)가 포함되지 않고 60세 이상의  노인

세 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향후 비 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층을 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자발 인 교육 로그램 참여자 확보가 어려웠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데 ‘단일집단 사 -사후검사’ 실험설계를 사용하

다.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명료하게 악하

기 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확보

하여 실험집단과의 비교를 해서 통제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해도에 한정해서 교육 로그

램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그러나 교육 로그램 실시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 로그램 참여자들이 교육 

에 비해서 성공  노후의 6개 역의 측면에서 삶의 

질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탐구한다면 교육 로그램

의 효과성에 한 보다 의미 있는 평가가 이 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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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과정 : 성공  노후 ‘설계’하기(420분)

교육목 ․ 노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6가지 요건을 본인에게 맞추어  스스로 설계한다.

수업목표
․ 성공적 노후를 위한 6가지 요건에 대한 이해․탐구․설계하기에 적극 참여한다.
․ 6가지 요건 중 강점은 유지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천방안을 설계한다.

수업 차 수업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도입 지난시간 환기 지난시간 중요개념 환기

개
(420분)

① 활기찬 ‘건강’
(신체/심리) 설계

이해
탐구
설계

․ 자신의‘건강’에 대한 진단내용 이해하기
․ 노년기 건강관리 방안(사례포함) 찾기
․ 개인별 맞춤형 방안설계 & 실천계획 수립
하기

활동
강의
활동

10
30
30

레이더챠트
워크시트1)

② 안정적‘재무’
(돈/자산)설계

이해
탐구

설계

․ 자신의 재무’에 대한 진단내용 이해하기
․ 노년기 안정적 재무관리 방안(사례포함) 찾
기

․ 개인별 맞춤형 방안설계 & 실천계획 수립
하기

활동
강의

활동

10
30

30
레이더챠트
워크시트2)

③ 적극적‘사회참여’
(일/자원봉사) 설계

이해 

탐구
설계

․ 자신의‘사회참여’에 대한 진단내용 이해
하기

․ 노년기 사회참여 분야(사례포함) 찾기
․ 개인별 맞춤형 방안설계 & 실천계획 수립
하기

활동

강의
활동

10

30
30

레이더챠트
워크시트3)

④ 즐거운‘여가’
(취미/오락) 설계

이해
탐구
설계

․ 자신의‘여가’에 대한 진단내용 이해하기
․ 노년기 여가분야(사례포함)찾기
․ 개인별 맞춤형 방안설계 & 실천계획 수립
하기

활동
강의
활동

10
30
30

레이더챠트
워크시트4)

⑤ 좋은‘관계’
(가족/친구) 설계

이해
탐구
설계

․ 자신의‘관계’에 대한 진단내용 이해하기
․ 노년기 좋은 관계유지 방안(사례포함) 찾기
․ 개인별 맞춤형 방안설계 & 실천계획 수립
하기

활동
강의
활동

10
30
30

레이더챠트
워크시트5)

⑥ 긍정적‘자아정립’
(자아통합/자율) 방안 
설계

이해

탐구

설계

․ 자신의‘자아정립’에 대한 진단내용 이해
하기

․ 노년기 긍정적 자아정립 방안(사례포함) 찾
기

․ 개인별 맞춤형 방안설계 & 실천계획 수립
하기

활동

강의

활동

10

30

30

레이더챠트
워크시트6)

정리 다음시간 예고

제2차 과정 : 성공  노후 ‘진단’하기(60분)

교육목 노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현재 삶을 진단하여, 자기 주도적 생애설계의 기초를 마련한다. 
수업목표 자신의 현재 삶의 균형 상태를 파악하고, 노후생애설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
수업 차 수업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도입
(5분)

교육안내 이번시간 교육내용 소개 활동 5

개
(50분)

성공적 노후 상태 
진단하기
․ 진단의 필요성 이해하기
․ 성공적노후 요건 통합진단
․ 자신의 상태확인

이해 진단 필요성 이해 및
진단방법 제시 강의

활동

활동

5

35

10

레이더챠트 
진단지진단 건강, 재무, 사회참여, 여가, 관계, 자아

정립의 6가지 요건 통합진단

평가 요건별 진단점수 계산
레이더챠트에 표시

정리
(5분)

다음시간 예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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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과정 : 성공  노후 ‘완성(다짐)’하기(60분)

교육목 노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종적으로 '나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

수업목표 성공적 노후를 위한 '나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실천 할 수 있다. 

수업 차 수업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도입(5분)
지난시간 환기
교육안내

지난시간 중요개념 환기
이번시간 교육내용 소개 활동 5

개
(40분)

'나의 선언문' 작성하기
- 계획실천 각오 포함

교육소감 발표

'나의 선언문' 작성 요령 이해
'나의 선언문' 사례 보기
'나의 선언문' 작성하기
'나의 선언문' 발표하기

성공적인 노후 교육소감 발표

활동

활동

30

10

'나의선언문' 
예시

정리
(15분)

사후평가 사후평가(교육만족도, 교육내용 이해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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