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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의 정책들과 함께 이 세대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대 삶의 웰니스 요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태어난 년도가 1955년-1963년생 가구원
을 중심으로 삶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생활수준, 건
강, 수입, 직업,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
구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만족은 직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 또한 직업이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수입에 대한 안정이나 만족보다는 앞으로 삶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웰니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원만한 가족관계가 중요하였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세대, 노인고용정책, 가정친화정책, 삶의 웰니스, 직업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how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population aging may affect the 
life patterns of the baby boomers and what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life wellness. This study 
uses the data provided by Korea Welfare Panel Study published between the years 2006 and 2011.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year 2006,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wellness are family relations, health and social relations. However, between the years 2007 and 2009, 
the major factor is not the present income providing security or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next significant 
factor in improving the wellness of life is family relations after health or occup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m with re-employment programs prior to their retirement through which baby boomers can 
find employment similar or different to their present occupations. For improving the wellness of lif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famil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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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우리나라는급속한인구고령화문제에직면하고

있다. 2008년 총인구중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율

은 10.3%,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

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더불어인구학의코호트적세대개념에입각해서

보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집단의 중심이

바로한국전쟁이후출산율상승으로광범위하게출현한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중에 현재 약 732만 5천명으

로전체인구의 15.2%를 차지하는거대한인구집단이다.

예비 노년층이라볼수있는베이비부머세대는전쟁후

어려운경제사정에서도교육에열의를불태워고등교육

을 마친 세대이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

를 위해 앞섰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실업문제, 주택문제

등인구의급격한증가로인하여겪은많은어려움속에

서적극적이고진취적인성향을지닌세대라할수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였지만 IMF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조기은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집단이생활수준의향상과기대수명이증가함에따라인

구고령화를더욱가속화시킬것임은자명한일이다. 이

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세대는 현재의 노인들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현재의저출산·고령화현상과맞물려다양한사

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여러가지정책들과함께이들의삶의패턴은어떻게변

화되고삶의만족요인은또어떻게변화되고있는것일

까 궁금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세대에 관한 연구나 베이비

붐 현상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고 상업

적 목적의 세대 담론과 정치 분야에서의 세대논의만이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목한

당사자가 학계가 아닌 업계가 다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위치의 베이비

붐세대에대한규명을한다는것은무척의미있는일이

라 사려 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정부의정책들과함께이세대

의삶의패턴은어떻게변화되고있으며, 이 세대가느끼

는삶의만족은시간이지남에따라어떤요인과관계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한국사회는해방이후분단의아픔, 산업화의전쟁, 민

주화의 실현, 정보화의 진행,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변화만큼이나 세대 간의 코호트 특성이 강하며, 세대

의명칭도다양하다. 예를들면, 전쟁세대. 베이비부머세

대, 419세대, 516세대, 유신세대, 386세대, X세대, N세대

등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코호트 특성은 한국전쟁 직후 출

산장려정책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으

나 1962년부터 시작된 국가 경제개발 과정의 혜택을 박

은 고학력 시대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소

득을 66달러(1955년)에서 2만 달러(2007년)로 상승시켜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빈곤한 농업기반 사회를 지식정보화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시킨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을 위주로 한 국가 정책은 베이비부머 세

대들에겐개인적행복보다가족과사회를위해희생하고

봉사하도록 요구하였고,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문화적으

로급격한변화속에세대간에대립되는문화적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향한 변혁과 심화되

는 국제화와 세계경쟁 등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나일주외, 2008)[2]. 사회적으로는 1997년 IMF로인

한 기업의 간제 퇴출과 기업도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

직등인정하고싶지않은국가로부터의소외를경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세대는개인과가정문제로고민하게

되는데베이비부머세대에이르러여성의고학력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진출도 확대되었다. 이 시기를 거치며

그간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중의였던 남성의 지위가 위협

을 받게 되며 여성들의 고학력과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

한 가정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저출산으로인하여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

능인구의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므로 2016년 3,619만 명

으로 절정에 달한 뒤부터는 계속 감소하게 되어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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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2.2 베이비부머 세대와 삶의 질
사실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성공적인 은퇴와 관련이 있다. 은퇴 후 삶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본다면 허빅허스트(1968)는 성공적인 노

화를노화과정에서스스로자신과사회에성공적으로적

응해나가는것으로보았으며이러한적응문제는개인의

성격, 사회적환경, 신체적건강상태의요소가조화를이

루어야 한다고 하였다[3].

고승덕(1995)은 성공적인노화를통하여삶의질을향

상시킬수있으며삶의질은노인개개인이갖는특성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녕을통하여측정할수있다고

하였다[4]. 김태현 외(1999)는 성공적인 노화를 자신이

갖고있는가치관과자아개념등이장기간에걸쳐서복

합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라고 하였다[5].

김기순(2002)은월수입, 운동종류, 자아존중감등이영

향을미친다고하였다[6]. Larson(1977)은 경제적상태와

삶의 질에 대하여 수입과 주관적 안녕상태는 긍정적 상

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7], 김연희(2002)도 경제상태

가좋을수록삶의질이높다고하였다[6]. 이와같이높은

수입과경제적안정은다양한활동을제공하여생활만족

도를증가시킬수있기때문에경제력은곧삶의질과직

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겠다.

Magilvy(1985)는 은퇴후삶의질과건강은긍정적관

계에 있다고 하였고[8], Larson(1977) 역시 노화에 따른

신체적 약화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7]

김종숙(1987)은 가족관계, 특히배우자의유무가심리

적행복감및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고[9], 장혜

영(1988)은 가족의지지는장기간계속되는 문제나 갈등

이일상생활의적응및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

다[10].

노용균(1998)은 사회적지지와삶의질에대하여만족

스러운삶을살아가기위해서는각개인이발전할수있

는활동에참가하고, 스스로행동하고, 남과자신을비교

하여 만족감을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

강과역할을포함한능력의유지, 편안함, 정신적건강이

필수적이라 하였다[11].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른 연령에

비하여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많은변화를겪고있

다. 이들에게있어서사회적지지는삶의질에중요한의

미를 지닌다.

베이비부머세대는퇴직과고령화의과정이시작되면

서 경제·사회활동에서 소외되며 이는 경제적·심리적 위

기를가져오게되고가정과사회에부담이된다. 수입감

소뿐만 아니라 역할상실과 사회적 관계 변화를 맞게 되

고자아존중감이저하되며외로움과소외감을느끼게된

다. 이는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시간이지나감에따라베이비

부머 세대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각 즉, 삶에 대

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개인의 삶의 만족을 통

해 전반적인 삶의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태어난 년도가 1955년-1963년생 가구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일한 자료로 확인된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데이터만 분석하였다.

3.2 자료분석
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Study model

분석한 변인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수준, 건강, 수입, 직업,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를 통해 전체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2006년부

터 2011년까지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하였다. 서론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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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듯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상 다양하면서도 지

속적인 사회적 관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을 돌아보

는은퇴연령이대부분인점을바탕으로연구모형을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 프로그램인

AMOS 7.0프로그램을이용하여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이론모델(structural

model)을 동시에고려하고, 측정변수의측정오차를포함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Klein and Moosbrugger, 2000; 배병렬, 2005)[12,13]. 구

조방정식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절대부합지

수인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부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NFI), 간명부합지수인

AIC(Akaie-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고자 한다.

RMSEA ≤ .05이면 모델오류의 정도가 아주 작은 아주

양호한모델로평가하고, .05< RMSEA <.08이면그런대

로 괜찮은 모델로 평가하고, RMSEA ≥ .10 이면 부합

도에 문제가 있는 형편없는 모델로 평가한다. 반드시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치를 확인한 다음

상한치가 평가기준 .10이하가 될 경우에 모델이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한다(문수백, 2008, 염동문,

2009)[14,15]. 또한, NNFI >.90이면 만족할 만큼의 향상

을 가져온 좋은 모델로 평가하고, CFI는 >.90 이면 부합

도가양호한것으로평가한다. 간명부합도지수로 AIC의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모델이며, 모델간비교에서

상대적으로작은 AIC모델이우수한모델로평가한다(홍

세희, 2000; 김계수, 2004; 김원표, 2008)[16,17,18].

선행연구과 이론적 고찰을 통한 본 연구모형의 확인

적 요인분석결과, 수정 없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도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베이비부머 세대의 2006년 
<Table 1>를통해모든잠재변수들간의경로와측정

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와 건강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미치며, 이후삶의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직업,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순이었다.


  p

RMSEA
CFI

NNFI

(TLI)
AIC

LO90 HI90

602468 21 .000
.063

.740 .528 2016.192
.061 .066

Table 1〉Fit Index in 2006

4.2 베이비부머 세대의 2007년 
<Table 2>을통해모든잠재변수들간의경로와측정

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와 직업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며, 이 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 순이었다.


  p

RMSEA
CFI

NNFI

(TLI)
AIC

LO90 HI90

1291.29 42 .000
.056

.750 .648 1292.21
.054 .057

〈Table 2〉Fit Index in 2007

4.3 베이비부머 세대의 2009년 
<Table 3>를통해모든잠재변수들간의경로와측정

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와 직업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며, 이 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 순이었다.


  p

RMSEA
CFI

NNFI

(TLI)
AIC

LO90 HI90

1968.45 64 .000
.053

.680 .555 1969.83
.051 .056

〈Table 3〉Fit Index in 2009

4.4 베이비부머 세대의 2011년 
<Table 4>를통해모든잠재변수들간의경로와측정

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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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가족관계와 직업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미치며, 이 후삶의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건강,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순이었

다. 또한 2006년부터비교했을때, 사회적관계로인한삶

의 만족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RMSEA
CFI

NNFI

(TLI)
AIC

LO90 HI90

2242.85 84 .000
.065

.680 .442 2244.69
.064 .066

Table 4〉Fit Index in 2011

5. 결론
선행연구에의하면봉급생활자의 50%는 50대 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중 남

성취업자의 77% 이상, 여성취업자의 66%가일자리를잃

게된다고하였다[19]. 본연구에서도베이비부머세대들

의삶의만족은직업을통해서가장크게느끼고있었으

며, 사회적 관계 또한 직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첫 번째로, 2007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는현재수입에대한안정이나만족보다

는앞으로삶을위한보장을좀더우선시하는경향이있

다. 특히 이전소득이나 부동산, 연금형태의 소득은 적으

며, 건강이어느정도유지되는고령화단계에접하기때

문에베이비부머들이생활비문제에직면하게되면서생

활보장을 위한 재취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2007년 이후 직업여부, 직업교육과 만족이 사회

적관계와삶의만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 재취업의 의미는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

지는데, 퇴직 시기에도달한사람은보다나은삶을위해

서자신의변화를추구하고사회적으로도유용한사람으

로 남고 싶어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의 생활을

위한경제적위축과취업의의사가있어서일을할수있

는자리가한정되어취업이쉽지않다. 사실외환위기이

후 명예퇴직, 정년단축, 연봉제, 계약제와 같은 고용형태

의 취업 유형의 다양화 등은 어쩌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공적으로재취업하는것보다장기실업자로낙오될가

능성이더많다. 이들은장기근속과연령에따른높은연

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기업에서 조차 퇴출

1순위로 자리매김 되는 현실이다.

이에 베이비부머세대가고정관념을극복하고새로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직과 이직을 지원하는 퇴

직 전 프로그램과 구조화된 고용정책과 같은 제도적 뒷

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업에 대한

것만큼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으로원만한가족관계가

중요하게나타났다. 베이비부머세대는고도의성장기에

교육을 받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관계보다는

일과 성취감에 더 큰 목적을 둔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족

에게사랑과관심을주고, 기회가있을때마다타인과기

꺼이 함께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친화정책,

여가활동의 배려, 가족 부양부담 감소 정책과 같은 함께

시간을 나누고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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