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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om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favored by those baby-boomer generations soon retiring. A web-based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middle-class baby-boomers living in the Seoul-Incheon-Gyengki capital area and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between 9th and 20th of February in 2017. A total 0f 507 responses were vali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obtained that they preferred living Urban outskirts after retirement; Desired area of post-

retirement wa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asset and educational attainment; 63.4% of respondents had no intentions to

live with adult child; a combination of independent living and assisted living was the most preferred form of the

CCRCs; Over 80% of respondents had intention to live in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and nursing home; and

Intention to live in assisted living and nursing home wa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Intention to live with adult child.

Among the four Community-linked types, the Hospital-based one was most popular. The University-based and Religion-

based ones were then preferred by females than males. The results obtained here can be used for reflecting the residents

needs when planning the CCR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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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최근 베이

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

비부머란 출생률이 급증한 1955년부터 출산율이 둔화되

는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현재 직장과 사회의 중산

층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젊은 세대를 보냈기 때문에 노후생활도

도시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고, 여가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ark, 2016).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노인이 되는 베이비부머세대

는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세대

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안정된 노

후를 보내기 위해 어떤 장소에서 살고 싶은지, 어느 지역

에서 거주하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싶은지 등에

따라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커뮤니티의 유형과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Moon, 2016). 노후의 주거공간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최근에는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은퇴

이후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베이비

부머들의 건강과 여가,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적인 케어를

목적으로 한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ontinuous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

오르면서 활발하게 개발(Groger & Kinney, 2006)되고 있

으며, 그 거주인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주거단지는 해외와 비교하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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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Kim & Oh, 2014). 따라서 앞으

로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다양한 은퇴주거단

지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 노인복지주택은

일부 개발되었으나 중산층 은퇴단지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

기 어려우므로 (Choi & Choi, 2011)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은퇴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는 잠재적인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 베

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특성을 파악해 봄

으로써 이들의 은퇴주거단지에의 선호경향을 제시한다. 구

체적으로는 은퇴주거단지의 구성형태선호,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관심도, 입주의사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

후 은퇴주거단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선호특성이 베이비부머의 배경특성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시부, 인천광역시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955~1963년생 중 중산층이상의 베이비부머를 모집단으

로 선정하였는데, 은퇴주거단지는 유료시설이므로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가능한 계층인 중산층이상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1). 본 연구에서 중산층에 대한 조

작적 정의는 OECD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에 근거하여 중위소득의 50-150%가구로 정의하였고,

중산층 이상의 가구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료 수집은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조

사도구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7

년 1월에, 본 조사는 2017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 사

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웹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은퇴 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자녀와의 동거의사 등을 파악하고, 연속

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s)의 구성형태2) 선호, 케

어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 가지 주거유형인 자립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시설 각각에의 입주의사를 알아보고,

은퇴주거단지가 지역사회의 시설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 연계형, 교육 연계형, 스

포츠시설 연계형, 종교 연계형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

고, 응답자의 배경특성으로는 성별, 학력, 거주 지역, 월

평균소득, 자산규모, 직업,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건강

상태, 가족구성 등을 질문하였다. 조사도구는 노인주거 전

문가 2인과 노인복지 전문가 1인에게서 내용타당도를 검

토 받았고 선행연구(Kim & Kim, 2013; Kim & Oh,

2014; Song, 2014; Kim, 2015)를 참고로 개발하였으며,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검증(IRB NO:1040198-

161227- HR-119-01)을 받았다.

자료 분석은 SPSS Ver.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

도, 퍼센트, 평균, t-검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문헌고찰

1.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주거선호

베이비부머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

생한 총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Statistics Korea, 2010). 이들은 초 고령사회의 새로운 주

류로서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주요

관심사이다. 먼저, 베이비부머의 노후의 동거에 관한 연구

에서는 중요한 관계로는 배우자였고, 자녀와 같이 살기

보다는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살기를 희망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또한 60세이상의 고령자의

향 후 자녀와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자녀와 같이 살고 싶

지 않다”가 75.1%로 나타나(Statistics Korea, 2015) 이들

의 노후 거주생활은 부부끼리 또는 혼자 사는 경우가 지

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이동계획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은퇴 후 62.4%가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고,

지역 간 주거 이동은 과반수가 넘어 활발하게 이동할 것

으로 예상되며,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진 쾌적한 환경의 주

거지역 및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im, 2015). 은퇴 이후에 자산이 충분한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산과 무관하게 대부분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근거리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Lim, 2015).

은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은퇴

자 그룹은 은퇴 후에 주거이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Kim, 2012), 배우자 한쪽의 건강이 나빠진

다든지, 혼자 남게 될 경우가 은퇴 후 이주고려의 조건으

로 나타났다(Delfani & Deken, 2015).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에의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연령대, 현재 거주지, 월평균 소득, 현 주택 만족

도 등(Baek, Yoo & Hwang, 2016)이 있었고, 노인복지주

택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을수록

입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6).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입지

성’이었는데 기존 생활권에서 가까운 도시 근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 & Moon, 2013). 또 다수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조건으로 전

원형보다는 도시형이나 도시인접형(Park, 2016), 수도권지

1) 미국의 대학연계형 CCRCs 사례의 경우 월 관리비는 250만원-

500만원 수준이었고, 한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월 관리비가 120만원-

180만원 수준이었음.

2) 설문지에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CCRCs에 대한 개념을 설

명하고. CCRCs에는 한 단지 안에 케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

가지 주거형태인 자립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시설 등이 있다는 것

을 명시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CCRCs인 Oak Ham-mock의 단지

배치도의 예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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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Jang & Hong, 2013), 그리고 도심을 가장 많이 선호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Lee, 2012; Shi, Kang & Kim,

2013). 노인복지주택의 선호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와 동거유무, 성별,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이었고 특

히, 입지성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9).

2.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와 지역사회 연계형

미국의 은퇴주거단지 유형 중 하나인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ontinuous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들의 요구

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든 범위의 주거와 주거서비스,

그리고 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Kim & Oh,

2014). 베이비부머의 건강과 여가,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

적인 케어를 목적으로 이러한 CCRCs가 은퇴 후 노인주

거환경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Groger & Kinney, 2006).

CCRCs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자가 사는 자립주

거(Independent Living)부터 반 의존적 노인의 생활을 보

조하는 식사, 가사관리, 유지관리와 같은 주거서비스가 지

원되는 생활보조주거(Assisted Living), 그리고 질병이 있

어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간호형 요

양시설(Nursing Home)과 메모리 케어 등 서너 가지 주

호형태가 하나의 단지 안에 모두 개발되어 있으므로 신

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저하될 때 강제로 이사하지 않아

도 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

담감이 없는 장점이 있다(Lee, 2003).

한편, 은퇴주거단지의 부대시설을 지역사회의 시설과 연

계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와 소통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고령자주택유형별 활성화방안

으로 노인주택개발을 위해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

추고 여가 중심형과 의료서비스 중심형으로 특화하여 개발

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Gee et al., 2009).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중산층 베이비부머의 배경 특성

조사대상자의 배경특성은 성별, 학력, 지역, 월 소득, 자

산, 직업,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건강상태, 가족구성형

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507명 중 남자가 246명(48.5%), 여자가 261명

(51.5%)이었다. 학력은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

졸업자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75.1%,

고졸이 24.9%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

인천지역의 거주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을 포함한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들이 31%였고 서울특별시 거주가가 27.2%로 나

타났다. 월 소득은 400만원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으

며 400만 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34.3%였으며, 600만

원 이상은 28.4%였다. 자산규모는 3억 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 32.7%, 5억 원

이상이 27.4%였다. 직업은 주부가 29.4%, 일반사무직, 공

무원, 교사직이 27.4%, 자영업, 영업·판매직, 기능·작

업직이 23.%, 전문직과 경영관리직이 19.5%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소유가 78.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전·월세가 20.7%였다. 주택의 규모는 99-132 m2가 42.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Items)  n  %

Gender

Male 246  48.5

Female 261  51.5

Total 507 100.0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hool or below 126 24.9

Bachelor degree or higher 381 75.1

Total 507 100.0

Residential 

area

Seoul 138 27.2

Incheon, gyengki capital 212 41.8

Five metropolitan cities 157 31.0

Total 507 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4,000.000 189 37.3

￦4,000,000-￦5,999,999 174 34.3

￦6,000,000 or more 144 28.4

Total 507 100.0

Assets

Less than ￦300,000,000 202 39.8

￦300,000,000~￦499,999,999~ 166 32.7

￦500,000,000 or more 139 27.4

Total 507 100.0

Job

Professionals, business 

support managers
 99 19.5

Clerks, officials, teacher 139 27.4

Self-employed business,

sales occupations, craft & relates trades 

workers

121 23.9

Housewives 148 29.2

Total 507 100.0

Home

ownership

Owner 397 78.3

Renter 105 20.7

Total 502 100.0

Size of 

home

Smaller than 99 m2 (smaller than 30 pyoung) 183 36.1

99-132 m2 (30-40 pyoung) 215 42.4

Larger than 132 m2 (41 pyoung or larger) 109 21.5

Total 507 100.0

Health

status 

Not so good  43 8.5

Normal 211 41.6

Good 253 49.9

Total 507 100.0

Family 

composition

Single or couple  97 19.1

Single or couple with adult child 351 69.2

Single or couple with adult child and parents  36  7.2

Others  23  4.5

 Total 507 100.0

Note. Non-response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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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99 m2 미만이 36.1%였다.

응답자들의 건강상태는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9.9%

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2.6%였다. 가족 구

성형태를 살펴보면, 혼자 또는 부부가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혼자 또는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19.1%였다. 조부

모와 미혼자녀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삼 세대 가족형

태는 7.2%로 낮게 나타났다.

2. 중산층 베이비부머의 선호하는 CCRCs 관련특성

1)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 특성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 관련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은

퇴 후 거주하고 싶은 집과 지역, 자녀와 동거의사 등을

질문하였다.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대도시, 대도

시 근교, 중소도시 및 근교,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조사

한 결과, 대도시 근교가 3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대도시 30.8%, 중소도시와 그 근교가 24.5%, 읍·면

지역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5%

가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

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살

고 있는 집’은 은퇴 후에도 이사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

는 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

으로 이에 응답한 사람은 49.8%로 가장 많았다. ‘은퇴 후

살기 위해 준비해 놓은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도 27.7%였다.

은퇴 후 자녀와의 동거의사에 대해서는 자녀와 동거의

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4%로 과반수이상이었

으며, ‘상황에 따라 동거를 선택 하겠다’라고 응답한 사

람은 27.9%, ‘자녀와의 동거의사가 있는 사람’은 8.7%로

가장 낮았다<Table 2>.

2) 선호하는 CCRCs의 구성형태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인 CCRCs는 은퇴단지 내

에 자립적인 노인을 위한 주거, 반 의존적 노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가 지원되는 생활보조주거 또는 질병이

있어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너싱홈 등

세 가지 주호형태가 하나의 단지 안에 모두 개발된 형태

로서 노인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단지 내

에서 적절한 주거형태를 제공한다. 이러한 은퇴주거단지

에서 자립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시설(너싱홈) 등 세 가

지 형태3)의 주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

직한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자립주거와 생활보조주거가 함

께 구성되어야한다’가 50.4%로 과반 수 이상이 선호하였

고, ‘자립주거와 생활보조주거 그리고 요양시설 등이 모

두 함께 구성되어야한다’가 37%, ‘자립주거와 요양시설이

함께 구성되어야한다’가 12.6%였다<Table 3>.

3) 선호하는 CCRCs의 지역사회 연계형

은퇴주거단지는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 대학, 스포츠 시

설, 종교단체 등과 연관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

로써 지역사회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

과 교류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은퇴주거단지가 지역사회

의 시설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응

급상황에 대처하고 종합검진, 무료진료, 실비치료 등을 제

공하는 의료 연계형, 대학의 평생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연계형, 스포츠 시설 및 골프

장 등과 연계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시

설 연계형,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가 운영

하는 종교 연계형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의료 연계형’에 대한 관심도가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 스포츠 연계형 3.88, 교육 연계형 3.56, 종

교 연계형 2.94순으로 나타났다<Figure 1>.

3) 설문지에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자립주거: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에 중점을 두고 식사, 의료,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

사는 상주하지 않는 주거

• 생활보조주거: 심각한 질병은 없으나 신체적으로 노쇠하여 케어서

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의료,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주거

• 요양시설: 노인성 중증질환(뇌졸증, 치매 등)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

비스, 식사 및 생활편의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의사, 간호사, 요양

보호사가 상주하는 시설

Table 2.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Characteristics  n  %

Desired area 

to live in 

(Where they 

want to live)

Urban 145 30.8

Urban outskirts 167 35.5

Small-medium sizedcities or 

outskirts
115 24.5

Rural area 43  9.2

Total 470 100

Desired homes 

of post-

retirement 

Current home 231 49.8

Welfare housing for elderly 104 22.5

Prepared home for postretirement 128 27.7

Total 463 100

Intention to 

live with 

adult children 

Yes 43  8.7

No 312 63.4

Depending on situation 137 27.9

Total 492 100

Note. Non-responses excluded

Table 3. Preferred Composition of CCRCs

 Composition of CCRCs  n  %

Independent living+Assisted living 254 50.4

Independent living+Nursing home  63 12.6

Independent living+Assisted living +Nursing home 186 37.0

Total 503 100

Note. Non-response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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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들은 의료 연계형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

는데 ‘관심 있다’와 ‘매우 관심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

들은 모두 90% 정도였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연계형

(73%), 교육 연계형(55%) 종교 연계형(33%) 순으로 파악

되었다<Table 4>.

4) CCRCs 내 각 주거에의 입주의사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 내 자립주거, 생활보조주

거, 요양시설 등에의 입주의사를 살펴보았다. 자립주거가

계획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입

주의사가 있다’가 45%로 가장 많았고, ‘혼자가 되면 입주

하겠다’가 40.8%, ‘입주의사 없다’는 14.2%로 나타났다. 생

활보조주거가 계획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

음에서는 ‘혼자가 되면 입주 하겠다’가 51.5%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입주의사가 있다’가 36%, ‘입주의사가

없다’는 12.5%였다. 요양시설이 계획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입주

하겠다’ 가 44.2%로 가장 많았고, ‘혼자가 되면 입주 하

겠다’는 22.7%, ‘입주의사가 있다’는 17.6%, ‘입주의사가

없다’는 15.6%로 나타났다<Table 5>. 종합해보면 자립주

거에는 85.8%가, 생활보조주거에는 87.5%가 요양시설에는

84.5% 가 입주의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배경 특성과 선호하는 CCRCs 관련 특성

1) 배경 특성과 은퇴 후 거주 특성

배경특성인 성별, 학력, 지역, 월 소득, 자산, 직업, 주

택 소유형태, 주택규모, 건강상태, 가족구성형태 등에 따

Figure 1. Interest in Community-linked Types (n=507)

Table 4. Interest in Community-linked Types

Un-

interested

Of little 

interested

Moderately

interested
Interested

Very

interested

 n

(%)

 n

(%)

 n

(%)

 n

(%)

 n

(%)

Hospital
 1

(0.2)

 10

(2.0)

 39

( 7.7)

280

(55.2)

177

(34.9)

Univ.
11

(2.2)

 49

(9.7)

169

(33.3)

202

(39.8)

 76

(15.0)

Sport
 4

(0.8)

 21

(4.1)

110

(21.7)

268

(52.9)

104

(20.5)

Religion 
75

(14.8)

101

(19.9)

161

(31.8)

117

(23.1)

 53

(10.5)

Note. Non-responses excluded

Table 5. Intention to Live in the CCRCs

Level of Care  Intention to live in  n %

Independent

living

Yes 227 45

I will move in, if I live alone 206 40.8

No 72 14.2

Total 505 100.0

Assisted

living

Yes 181 36

I will move in, if I live alone 259 51.5

No 63 12.5

Total 503 100.0

Nursing

home

Yes 89 17.6

I will move in, if I live alone 115 22.7

I will move in, if I have long-term 

care insurance
224 44.2

No 79 15.6

Total 507 100.0

Note. Non-responses excluded

Table 6. Desired Homes of Postretirement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Current 

home

Welfare 

housing

for

elderly

Prepared

homes for

post-

retirement 

Total

n(%) n(%) n(%) n(%)

Jo
b

Professionals, 

business support 

managers 

 36

(39.1)

 19

(20.7)

 37

(40.2)

 92

(100.0)

Clerks, officials,

teacher

 64

(50.0)

 29

(22.7)

 35

(27.3)

128

(100.0)

Self-employed 

business, sales 

occupations,

craft & relates 

trades workers

 52

(48.1)

 25

(23.1)

 31

(28.7)

108

(100.0)

Housewives
 79

(58.5)

 31

(23.0)

 25

(18.5)

135

(100.0)

Total
231

(49.9)

104

(22.5)

128

(27.6)

463

(100.0)

χ
2  13.768* 

A
ssets

Less than 

￦300,000,000 

 79

(43.6)

 51

(28.2)

 51

(28.2)

 181

(100.0)

￦300,000,000-

￦499,999,999 

 91

(60.3)

 26

(17.2)

 34

(22.5)

 151

(100.0)

￦500,000,000 or 
more

 61

(46.6)

 27

(20.6)

 43

(32.8)

 131

(100.0)

Total
231

(49.9)

104

(22.5)

128

(27.6)

 463

(100.0)

χ
2  12.368*** 

H
o
m

eo
w

n
er sh

ip

Owner 
214

(57.4)

 75

(20.1)

 84

(22.5)

 373

(100.0)

Renter
 17

(19.3)

 29

(33.0)

 42

(47.7)

 88

(100.0)

Total
231

(50.1)

104

(22.6)

126

(27.3)

 461

(100.0)

χ
2  42.33*** 

*p<0.05, **p<0.01, ***p<0.001

Note. Non-response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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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은퇴 후 거주 특성에 대한 선호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집’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배경특성 변인은 직업, 자산, 주택

소유형태 등이었다. 먼저,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집단은 ‘현

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비교적 높은 반면에 전문직/경영관리직 집단은 ‘은

퇴 후 준비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0.2%

로 비교적 높았다.

자산에 있어서는 자산이 3억 원 미만인 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28.2%로

비교적 높았고, 자산이 5억 원 이상인 집단은 ‘은퇴 후

준비한 집’을 선택한 비율이 32.8%로 비교적 높았으며, 3

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집단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 소

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 소유인 경우 57.4%로 ‘현재 살

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살고 싶은 비율이 높았고, 전월

세집단은 ‘은퇴 후 준비한 집’ 살고 싶다는 비율이 47.7%

로 비교적 높았으며,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전월세 집단

(33%)은 자가 소유 집단(20.1%)에 비하여 더 선호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과 관련된 배경 특성을 살

펴보면, 학력과 자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은 ‘대도시’ 혹은 ‘대도시 근

교’에서 거주하고 싶은 비율이 고졸 이하인 집단에 비하

여 높았고, 고졸이하 집단은 ‘중·소도시 및 그 근교’에

거주하고 싶은 비율(37.7%)은 대졸이상 집단(20.2%)에 비

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산을 보면, 자산이 5억원 이

상인 집단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36.4%)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집단은 ‘대도시 근교’를 선호하는 경향

(40.4%)이, 3억원 미만인 집단은 ‘중소도시와 그 근교’를

선호하는 경향(32.4%)이 전체 평균치보다 더 높았다.

2) 배경 특성에 따른 CCRCs의 지역사회 연계형

배경특성인 성별, 학력, 지역, 월 소득, 자산, 직업, 주

택소유형태, 주택규모 등에 따라 선호하는 지역사회 연계

형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성별에 따라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 교육 연계형, 스포츠 연계형, 종교

연계형에 대한 선호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세 가지 연계유형 모두에 대해 더 선호하는 경향

이 있었다<Table 8>.

3) 배경특성과 CCRCs에의 입주의사

배경특성인 성별, 학력, 지역, 월 소득, 자산, 직업, 주

택소유형태와 주택규모에 따른 CCRCs 내의 자립주거, 생

Table 7. Desired Area of Postretirement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Urban

Urban

outs

kirts 

Small-

medium 

sized

cities or 

out-

skirts

Rural 

area
Total

n(%) n(%) n(%) n(%) n(%)
E

d
u

catio
n
al attain

m
en

t 
High school

or below

 32

(28.1)

 31

(27.2)

 43

(37.7)

8

(7.0)

114

(100.0)

Bachelor degree 

or higher

113

(31.7)

136

(38.2)

 72

(20.2)

35

(9.8)

356

(100.0)

Total
145

(30.9)

167

(35.5)

115

(24.5)

43

(9.1)

470

(100.0)

χ
2  13.768* 

A
ssets

Less than 

￦300,000,000 

 50

(27.5)

 55

(30.2)

 59

(32.4)

18

(9.9)

182

(100.0)

￦300,000,000-

￦499,999,999 

 47

(30.1)

 63

(40.4)

 33

(21.2)

13

(8.3)

156

(100.0)

￦500,000,000 
or more

 48

(36.4)

 49

(37.1)

 23

(17.4)

12

(9.1)

132

(100.0)

Total
145

(30.9)

167

(35.5)

115

(24.5)

43

(9.1)

470

(100.0)

χ
2  12.87* 

*p<0.05

Note. Non-responses excluded

Table 8. Interest in Community-linked Types Depending on Gender

 Male

 (n=246)

 Female

 (n=261)  t-value 

 Mean  Mean 

Hospital-linked  4.20  4.25  .879

University-linked  3.38  3.73 4.190***

Sport-linked  3.80  3.96 2.207*

Religion-linked  2.70  3.18 4.640***

*p<0.05, ***p<0.001

Note. Non-responses excluded

Table 9. Intention to Live in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Educational Attainment 

 Intention to live in independent living

 Yes

Move in,

if I live

alone

 No  Total

n(%) n(%) n(%) n(%)

E
d

u
catio

n
al attain

m
en

t

High school 

or below

 42

 (33.6)

 65

 (52.0)

 18

(14.4)

 125

(100.0)

Bachelor degree 

or higher

 185

 (48.7)

 141

 (37.1)

 54

(14.2)

 380

(100.0)

Total
 227

 (45.0)

 206

 (40.8)

 72

(14.3)

505

(100.0)

χ
2  9.879** 

**p<0.01

Note. Non-response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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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조주거, 요양시설 각각에 대한 입주의사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립주거에의 입주의

사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 학

력이 고졸이하인 집단(52%)은 자립주거에 ‘혼자되면 입주

하겠다’는 경향이 보다 더 높았고,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

단 (48.7%)은 자립주거에 ‘입주 하겠다’ 는 경향이 보다

더 높았다<Table 9>.

생활보조주거에의 입주의사에 있어서는 배경특성 중 주

택소유형태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가 집단

은 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의 전체 평균치 보다 더 많았고

(38.1%), 반면에 전월세 집단은 입주의사가 없는 집단의

전체 평균치보다 더 높은 경향(19%)이 있었다<Table 10>.

요양시설에의 입주의사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배경특성 변인은 없었다.

4.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특성과 CCRCs 내 각 주 거에의 입주의사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특성 즉, 은퇴 후 선호하는 집과

지역, 자녀와의 동거의사에 따라 CCRCs 내 자립주거, 생

활보조주거, 요양시설 각각에 대한 입주의사가 차이가 나

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립주

거에의 입주의사에서는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 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생활보조주거와 요

양시설에의 입주의사에서는 일부 변인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특성 중 생활보조주거에의 입주

의사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특성은 ‘자녀와의 동거의

사’였다. ‘자녀와 동거의사가 있는’ 집단은 전체 평균치에

비하여 입주의사가 낮은 경향(20.9%)을 보였고, ’자녀와

동거의사가 없는’ 집단은 전체 평균치에 비하여 입주의사

가 높은 편(40.8%)이었다. ‘자녀와의 동거를 ‘상황에 따라

하겠다’는 집단은 ‘혼자가 되면 입주 하겠다’는 경향(66.

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11>.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특성 중 ‘자녀와의 동거의사’와

‘은퇴 후 선호하는 집’ 등에 따라서 요양시설 입주의사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자녀와의 동거의사에 따른 입

주의사를 보면, ‘동거의사가 있는’ 집단은 요양시설에 입

주의사가 없는 경향(23.3%)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동거

하겠다’는 집단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입주 하겠다’는

경향(54.7%)이 높았다. ‘은퇴 후 선호하는 집’에 따른 요

양시설 입주의사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을 원하는 집단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입주 하겠다’ 는 경향(58.7%)이

비교적 높았고, 은퇴 후 준비해 놓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

는 집단은 ‘요양시설에의 입주의사가 없는’ 경향(20.3%)

이 있었다<Table 12>.

Table 10. Intention to Live in Assisted Living Depending on Home

Ownership

 Intention to live in assisted living

Yes

Move in,

if I live

alone

 No Total

n(%) n(%) n(%) n(%)

H
o

m
e

o
w

n
ersh

ip

Owner 150(38.1)  203(51.5) 41(10.4) 394(100.0)

Renter  31(29.8)  53(51.0) 20(19.2) 104(100.0)

Total 181(36.3)  256(51.4) 61(12.2) 498(100.0)

χ
2  6.782*

*p<0.05

Note. Non-responses excluded

Table 11. Intention to Live in Assisted Living Depending on

Intention to Live with Adult Child 

 Intention to live in assisted living

Yes

Move in, 

if I live

alone

 No  Total

n(%) n(%) n(%) n(%)

In
ten

tio
n

to
 liv

e w
ith

 ad
u
lt ch

ild

Yes
 13

(30.2)

 21

 (48.8)

 9

(20.9)

 43

(100.0)

No
127

(40.8)

 150

 (48.2)

34

(10.9)

311

(100.0)

Depending on 

situation

 34

(25.2)

 87

 (64.4)

14

(10.4)

135

(100.0)

Total
174

(35.6)

 258

 (52.8)

57

(11.7)

489

(100.0)

χ
2  15.191** 

**p<0.01

Note. Non-responses excluded

Table 12.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Depending on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Post-retirement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Yes

Move in, 

if I live 

alone

long-term 

care

insurance

 No Total

n(%) n(%) n(%) n(%) n(%)

In
ten

tio
n

 to
 

liv
e w

ith
 ad

u
lt ch

ild

Yes
 9

(20.9)

 11

(25.6)

 13

(30.2)

10

(23.3)

 43

(100.0)

No
 61

(19.6)

 72

(23.1)

132

(42.3)

47

(15.1)

312

(100.0)

Depending on

situation

 16

(11.7)

 31

(22.6)

 75

(54.7)

15

(10.9)

137

(100.0)

Total
 86

(17.5)

114

(23.2)

220

(44.7)

72

(14.6)

492

(100.0)

 χ2  12.82*

D
esired

 h
o
m

es o
f

p
o
stretirem

en
t 

Current

home

 46

(19.9)

 58

(25.1)

 91

(39.4)

 36

(15.6)

231

(100.0)

Welfare 

housing for

elderly

 15

(14.4)

 23

(22.1)

 61

(58.7)

 5

(4.8)

104

(100.0)

Prepared

home for

postretirement

 24

(18.8)

 26

(20.3)

 52

(40.6)

 26

(20.3)

128

(100.0)

Total
 85

(18.4)

107

(23.1)

204

(44.1)

 67

(14.5)

463

(100.0)

χ
2  18.50** 

*p<0.05, **p<0.01

Note. Non-response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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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산층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이들

이 선호하는 은퇴 후 거주관련 특성과 CCRCs 특성에 대

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배경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한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

째, 은퇴 후 거주관련 특성 중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서는 대도시 근교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

음으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이므로 젊은 시절을 보낸 도

시에서 노후생활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하는 지역으로부터 근거리의 거주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산과 학력에 따라서 은퇴 후 선호하

는 거주지역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졸이상의 사람들은

대도시 근교를 선호하였고, 자산규모가 많은 사람들은 대

도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

졸이하인 사람들과 자산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중소도시

와 그 근교’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집’으로는 현재 살고 있

는 집을 대체적으로 많이 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노인

복지주택에 대해서도 20%이상의 관심을 보였다.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노인복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

면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준비한 집’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산의 유

무가 은퇴 후 거주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CCRCs의 구성형태에 대한 선호에서는 자립주거

와 생활보조주거 둘 만으로 구성된 형태를 제일 선호하

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생활보조주

거를 운영하는 시설이 드물고, 요양시설은 이미 많이 개

발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CCRCs 내 각 주거에의 입주의사를 파악해 본 결

과, 자립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시설 등 각각에 대한 입

주의사가 고르게 높았고, 이러한 입주의사는 자녀동거 의

사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과반수 이

상이 자녀와 동거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동거의사가 ‘없는’ 집단은 생활보조주거와 요양시설에의

입주의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홀

로 살게 된다면 생활보조주거에 입주할 의사가 더 많았

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된다면 요양시설에의 입주할 의

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중산층 베

이비부머들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고 싶은 경향은 낮아

보이지만, 혼자 남게 될 경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연속

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 내에 입주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서울 및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 선호

하는 거주지역과 살고 싶은 집, 자녀와의 동거의사 등에

관한 거주특성을 먼저 파악하였고, 연속보호체계형 은퇴

주거단지(CCRCs)의 구성형태와 CCRCs 내 자립주거, 생

활보조주거, 요양시설 각각에의 입주의사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배경특성 및 거주관련 특성과의 관련

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웹

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

니고 있다. 향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거주자들 대상으로,

혹은 이러한 CCRCs에의 입주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

으로 CCRCs에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

램 특성과 CCRCs의 공용공간의 구성형태,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개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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