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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퇴직 비 실태를 악하고 이들이 보다 효과

으로 진로 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한

국기술사회 소속 기술사 가운데 300명을 상으로 퇴직 비 로그램 경험, 퇴직 후 

요구사항, 정부 정책지원에 한 의견 등에 해 2013년 6월 17일~21일에 화조사방

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퇴직에 한 비는 개인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나 실 으로 퇴직 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

자들이 개인 으로 비하고 있는 경력개발은 직무와 련된 학업 비가 가장 많았고, 

퇴직 비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경제  문제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퇴직 후 희

망 활동 분야는 부분이  보유경력과 련한 분야를 선호하 고, 심을 가지고 있

는 활동 유형으로는 벤처/ 소기업의 기술개발  컨설 이었다.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진로 환을 지원하기 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퇴직·고경

력 과학기술자 DB 구축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경력과 연계한 진로 환 지원  일자

리 유지 정책과 창업지원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한 퇴직 정자들이 조직차원에서 

체계 으로 퇴직을 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개발 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력단계

별, 수 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핵심 되는 말 :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퇴직 비, 진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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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원 수는 2013년을 기 으로 410,333명이다. 이 가운데 상근 

연구원 수는 321,842명(과학기술통계 홈, http://sts.ntis.go.kr/)으로 꾸 한 증가 추세

를 보이면서 2001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 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연구원 

수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총 연구원 수 비 1.5% 이상을 유지

(국과 ·KISTEP, 연도별 자료)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 (1955-1964년 출생)의 본격 인 퇴직이 시작되어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61세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책임자의 경우도 2006년 2.8%(557명)에서 2013년에는 4.3%(1,358명)(국

과 ·KISTEP, 연도별 자료)로 증가하 다. 그러나 기술변화 응  경력단계별 역량 

강화를 한 재교육 미흡 등의 문제로 과학기술인력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장년

층의 노동시장 이탈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김 수 외, 2013). 따라서 퇴직·고경

력 과학기술자들의 노하우와 문지식을 사회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정부에서는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이주호 

외, 2011)｣과 ｢이공계 르네상스 5  희망 략(국과 , 2012)｣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평생활용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신흥시장 진출확 를 한 산업자원

력 강화를 해 퇴직 문가 견(국정과제 129), 청년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공공외

교 로젝트 추진(국정과제 131), ODA 청년인턴 사업·주니어 컨설턴트 제도 활성화

(국정과제 133)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

원부, 소기업청 등에서 문기 과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

(ReSEAT),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테크노닥터), 경력연구

인력 채용지원 사업, 문경력인사 빙활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에 있다. 이처럼 

각 부처차원에서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문인력의 지속  경제활동 지원을 

해 재취업, 창업, 경 자문 등 독자  로그램을 운  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체계

 응은 미흡한 실정이다(오호  외, 2011).

이러한 여건 속에서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퇴직에 직면하여 보다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진로 환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차원에서의 지원이 실히 필요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3)를 상으로 이들의 퇴직 비 실태를 

악하고 퇴직 이후의 진로 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퇴직 또는 퇴직준비(예정) 중인 과학기술분야 R&D 인력으로 관련 

분야에서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자로 규정함.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의 퇴직 비 실태와 진로 환 지원방안 연구

- 31 -

II. 이론  배경

 

1.  퇴직의 의미와 퇴직 련 이론 

1) 퇴직의 의미

퇴직은 공식 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직업  역할이 끝난 것으로 인정되는 차

(박표진, 2009:19)로 생산 인 역할로부터 비생산 인 역할로의 환을 의미한다. 농경

사회와는 달리 산업사회에서 퇴직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조정하기 한 인 인 조

장치(조인수, 2010; 구경희 2014)로 활용되기도 한다.

퇴직의 개념은 퇴직에 하여 심리 , 사회 , 경제  의미  어떤 것을 취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권문일, 1996; 박표진, 2009). 후배나 후손들에게 사회  책임

과 의무를 넘겨주고 그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동안의 사회  책임과 역

할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는 정 이다. 그러나 직업생활을 통해서 리던 사회, 심리  기능의 

상실로 인해 부정 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김애순, 윤진, 1995). 특히 우리사회는 노후

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고, 고용상태에서도 퇴직이후의 생활을 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경제 , 시간  여유가 부족하며, 조직개편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인해 조기 퇴

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의 경제  지출 부담과 퇴직

으로 인한 수입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퇴직에 한 부정 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

다(고종승, 2000; 박표진, 2009).

2) 퇴직 련 이론

퇴직에 련된 이론으로는 분리이론, 활동이론, 화이론, 교환이론 등이 있다(구

경희, 2014; 박표진, 2009, 기 화, 2008). 

첫째,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Cumming과 Henry(1961)가 주장한 것으

로 개인 ·사회  측면에서 노년기의 퇴직에 한 순기능을 강조한다. 사회 인 분리

는 지식과 기술이 퇴화된 노인에게 새로이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는 훈련된 은이들

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단될 때 발생한다. 개인 인 분리는 노인 스스

로 에 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내 인 면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하여 사회로

부터 분리되기를 원할 때 일어난다(구경희, 2014).

둘째, Havighurst 등이 제시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분리이론과 립 인 

입장으로, 퇴직 후에도 사회활동에 극 참여하고 친 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29호

- 32 -

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된 역할 활동을 치할만

한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활동참여가 정  자아상을 

확립하고 그 결과 ‘높은 생활 만족도’라는 심리기제가 성립될 수 있다(임인숙, 2004; 

구경희 2014).

셋째, 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은 Cowgill과 Holmes(1972)가 주장한 것으

로 화라는 변화가 고령자의 사회  지 에 미치는 구조  향에 을 맞춘 것

으로 한 사회의 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의 지 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Cowgill(1974)은 화 상의 핵심  요소로 건강기술(보건  의료기술)의 

발 , 생산기술의 발 , 도시화, 교육의 화를 꼽았고, 이 네 가지 요인들이 인과

으로 어떻게 향을 미쳐 노인의 지 를 하시키고 있는가를 기술하고 있다(박지 , 

2006 재인용). 건강기술(보건  의료기술)의 발 으로 인한 고령화와 생산 기술의 발

은 제한된 직업을 두고 은 세 와 고령 세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직업  기

술과 지식이 뒤지는 노인은 은 세 에 려 직업 활동에서 물러나 퇴직을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은 노인의 지 를 하락시키는 직 인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화와 

교육의 화는 부모 세 와 자녀세 의 지리 , 인지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상

호작용을 약화시켜 사회  계의 분리를 래하며 결국은 노인의 지 를 하락시키게 

된다(허정무, 1994).

넷째, Homans(1961)가 주장한 교환이론은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을 비 하면서 사회

 행동을 ‘ 어도 두 사람 사이의 활동의 교환’으로 보고 인 계는 ‘사람들 사이에 

보상을 반복 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  행동이나 인 계가 

이루어지는 기본 조건은 주는 것(투자)보다도 받는 것(보상)의 가치가 큰 경우로 이러

한 조건이 충족될 때 사회  교환행동이 계속된다(김미정, 2010). 노인들은 은 자원

을 소유하고 있기에 은층과의 상호작용에서 상 으로 권력의 열세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들의 사회참여 횟수가 어들게 된다. 노인의 경

험, 지식, 기술의 낙후와 신체   정신  능력의 약화는 노인과 경 주와의 교환

계에서 교환자원의 부족, 고갈, 가치의 하를 가져온다(이 균, 최창희,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퇴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출산의 문제와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퇴직 이후의 다양

한 형태로의 진로 환을 원하는 퇴직자들에게 좀 더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에 한 지원  연구동향

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에 한 최상  계획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

원 기본계획｣(’11∼’15)으로 과학과 교육의 시 지 창출을 해 기본계획의 범 를 제

1차 계획(’06～’10)보다 확 된 · 등과정을 포함한 생애주기로 확 하 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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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한 선별  정년연장 검토･추진  과학기술인 연  혜택 확 를 한 마

스터 랜 수립(11년)을 제안하는 등 우수연구원 심의 퇴직과학자 지원체계를 제안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과학기술자에 한 구체 인 내용이 미비하고, 실제 인 과학

기술자 주기 평생활용 체제의 마지막 활용단계에 한 논의는 미흡한 상태로 여겨

진다. 따라서 평생경력개발단계별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퇴직과학기술자

가 사회･경제 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과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소기업 기술

역량 확충사업(테크노닥터) 등의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에 한 인 라 구축 

 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기구와 인력의 부재, 체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의 

황 악의 부재,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와 수요 기 간의 연계 미비, 정년 연장과 

련된 법제도의 부재, 정부 각 부처 로그램의 복, 교육·자문· 사 등으로 획일화된 

활용, 다양한 인력수요 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 을 지니고 있다(이경휘·민철구·김선

근, 2007). 

이러한 문제 의 해결방안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범정부 으로 퇴직·고경력 과학기

술인력에 한 통합정보망의 구축 필요(민철구, 2012),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을 

한 인 라 구축과 련된 담 기구 설치-가칭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센터’

(박승덕·김석권·곽종철·김 석, 2007), 가칭 ‘고경력 과학기술인 어드바이 센터’(김은

미, 2010) 등이 있다. 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청년」형태의 세  융합형 창업 발굴 

 지원(민철구, 2012), 개발도상국에 과학기술지원단으로 견(김은미, 2010), 퇴직·고

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로그램의 다양화(직업 경로별 차별화된 인력지원정책, 사회참

여 역량 로그램 활성화 등)(민철구, 2012),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의 민간 사단체 

구성  사활동 지원 사업(이경휘, 민철구, 김선근, 2007) 등이 있다. 

3.  진로 환

진로 환(career transition)은 ‘진로’와 ‘ 환’의 복합어로 이에 한 정의는 명확하

지 않지만 일생동안 살아가기 해 행해야 하는 일의 연속선에서 불가피하게 이탈하

여 새롭게 경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홍, 임언, 이정표, 

2008; 최동숙, 2014: 17). 

고령자의 진로 환 유형은 직장내 재배치, 취업, 창업, 은퇴로 구분 가능하며, 이

직이나 직 등의 이유로 자발 인 진로 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일방

인 결정에 의해 근로 계가 해지되는 비자발 인 진로 환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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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과 연계한 진로전환의 의미 전환 내용

진로전환 유형

직장 내 재배치(현 직장에서 지위 

혹은 부서 변화)

․ 인력 재배치

․ 직업장 재배치

재취업
․ 동일 업무 타 직장으로의 이동

․ 타 업무 타 직장으로의 이동

창업 ․ 직장인에서 자영인으로 전환

직업생활에서의 완전한 은퇴

․ 근로계약상에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정년퇴직

진

로

전

환

요

인

자발적 

진로전환

의사결정 주체가 근로자인 경우

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

관계를 해지한 경우

․ 중고령자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자발적 

이직

․ 조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 불만, 보다 

나은 직무를 찾아 타 기업으로 가는 전직, 

학업의 계속 등의 사유로 전환

비자발적 

진로전환

의사결정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의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근로

관계가 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고에 의한 해고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정년퇴직

<표 1> 고령자 진로 환의 유형과 요인

출처: 김기홍, 임언, 이정표(2008). 고령자 진로 환 지원 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16쪽. 

자발 이든 혹은 비자발 이든 진로 환에 직면한 고령자의 개인 인 노력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다 효과 으로 새로운 변화에 처하고 응하도록 기업과 정부차원

에서의 체계 인 진로 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여러 기 에서 직지원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 보다 진로 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더 체계화되고 

다양한 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직지원에 련된 이론에는 Latack과 

Dozier(1986)의 진로성장모델(Career Growth Model), Mirabile(1985)의  카운슬링모델

(Transition Counseling Model),  Schlossberg(1997)의 직업생활 환모델, Aquilanti와 

Leroux(1999)의 통합모델 등이 있다(김기홍, 임언, 이정표, 2008).  

진로성장모델은 비자발 인 퇴직이나 해고로 인한 심리  상실감에서 야기되는 스

트 스, 우울, 자존감 상실 등을 정 수 에서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을 두고 있다. 

카운슬링모델은 퇴직자를 한 카운슬링을 안(comport), 성찰(reflection), 명료화

(clarification), 방향(direction), 사고 환(perspective shift)의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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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환 개인에 대한 쟁점 전환 과정에서의 개입 결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진입

· 새로 취업됨

“새로운 시스템의 규칙·규범 

등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

라”

· 예상되는 것: 일, 문화

· 명확하게 불명확한 규범들

· 주변인으로서의 처지

·기대치 전환

·형식적인 사회화 대리인

타 인 에 게 

중요한 개

인의 감정

직업생활을 해 나아

가는 과정

· 빠르게 진행

·정체기

·사이에 끼어 있음.

“포기하지 말고 참아내라”

·외로움에 대한 불평과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지루한 일상

·경쟁적 요구들

·네트워킹

·직업의 질 향상

·가족 케어를 위한 휴가 등과 

같은 정책

·일에 대한 재정의/재구조화

퇴출

·해고

·은퇴

·직업전환하기

“그만두기, 슬픔, 노력하기”

·양립가능성에 대한 표현

·직업전환에 대한 교수

·절차

·생애설계

다시 직장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 실직상태

“틈 속으로의 추락”

·조절

·절망

·지원책

·새로운 선택권 제공

·재훈련

·재정 지원

직업생활 환모델에서는 개인의 직업 환 과정을 새로운 일자리로의 진입, 직업생

활을 하는 과정, 퇴출, 재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각 과정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쟁 과 환을 한 개입이 있다.

<표 2> Schlossberg의 직업생활 환모델

출처: 김기홍, 임언, 이정표(2008). 고령자 진로 환 지원 체제 연구. 30쪽. 

통합모델은 상실, 비애, 환의 단계, 자기개발의 단계, 구직활동의 단계, 지속 인 

상담과 지원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김기홍, 임언, 이정표, 2008:31)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진로 환에 직면한 경우

에는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 인 지원과 함께 체계 인 진로 환을 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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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조사내용

현재 상황 및 퇴직 

준비 프로그램 

경험

․ 퇴직대비 계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개인적 준비여부

․ 재직 중 회사차원에서 퇴직 준비 프로그램 제공 여부

․ 퇴직 준비과정에서 겪은(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

․ 적절한 퇴직 시기

퇴직 후 요구사항

․ 희망하는 퇴직 후 활동하고 싶은 기관 

․ 희망하는 퇴직 후 활동 분야

․ 퇴직 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 유형

․ 퇴직 후 희망 근무 유형

․ 희망하는 퇴직 후 업무 범위

․ 정부에서 추진하는 퇴직 과학기술자 활동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참

여한 경우 참여 프로그램)

정부 정책지원에 

대한 의견 

․ 현행 정부의 퇴직 기술자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 현행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사업에 대한 효과성 정도

․ 과학기술자의 정년제도에 대한 의견 

III. 연구방법

1. 조사 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술사회의 50세 이상 기술사 회원 가운데 기업· 학·정출연 퇴

직  퇴직 정 과학기술자  무작 로 조사 상을 선정한 후 화 설문조사에 응답

한 300명에 한 조사결과를 분석하 다. 

2. 조사도구

퇴직  퇴직 정 과학기술자를 상으로 퇴직 비실태와 진로 환지원에 필요한 

요구조사 항목을 선정하기 해 이경휘·민철구·김선근(2007)이 수행한 ‘퇴직 과학기술

자 활용 연구’에 포함된 ‘우리나라 은퇴과학기술인력의 효율  활용방안 수립을 한 

의식조사’ 설문을 참고하 다. 

이경휘·민철구·김선근(2007)은 경력단계(개인항목, 조직항목), 퇴직 비단계(개인

비, 조직 비, 정부 비), 활용단계(활용일반, 정책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항목을 개발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재 상황  퇴직 비 로그램 경험, 퇴직 

후 요구사항, 정부의 정책지원에 한 의견 등의 항목으로 조사내용을 선정하 다. 이 

과정에서 문가 의회를 통하여 조사내용의 수정,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을 완

성하 다. 

<표 3> 조사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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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자의 복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

․ 기타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건의사항

일반사항

․ 현재 (또는 퇴직 전) 소속 기관 유형[산업체(협회, 단체)의 경우 업종]

․ 현재 (또는 퇴직전) 담당 업무 유형

․ 현재 (또는 퇴직전) 담당 업무 기간

․ 성별

․ 연령

․ 취득한 기술사 자격종목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2013년 6월 17일-21일에 문조사기 (㈜리서치랩)을 통해 화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자 모두 성실히 조사에 응해 주었고, 결과의 분석은 SPSS WIN 18+를 활

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IV.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50 가 150명(50%), 60 가 75명(25%), 70  이상이 

75명(25%)이었다. 이들의 소속기 은 산업체가 167명(55.7%)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으

며 민간(기업)연구기  43명(14.3%), 개인 사업자 32명(10.7%) 등이었다. 담당 업무 분

야는 연구/기술 리 분야 136명(45.3%), 생산 트 38명(12.7%), 기술 업 분야 33명

(11%)의 순이었고, R&D 분야는 9.3%(28명)에 불과하 다. 이 밖의 기타 업무분야에

서는 경 리 분야에 7.3%(22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업무담당 기간은 20년 이상이 186명(62%)으로 가장 많았고, 10-20년 이하가 44명

(14.7%), 5-10년 이하는 30명(10%), 2-5년 이하는 23명(7.7%)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의 약 2/3 정도가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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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00 100.0

성별
남성 300 100.0

여성 0 0.0

연령

50대 150 50.0

60대 75 25.0

70대 이상 75 25.0

소속 기관

산업체(협회/단체) 167 55.7

민간(기업)연구기관 43 14.3

개인사업자(프리랜서) 32 10.7

정부출연 연구기관 20 6.7

교육기관 12 4.0

중앙정부 12 4.0

지방정부 3 1.0

연구관리 전문기관 3 1.0

기 타 8 2.6

담당 업무

연구/기술관리 136 45.3

생산 38 12.7

영업(기술영업) 33 11.0

R&D 28 9.3

교육 21 7.0

14.744기타

업무 기간

2년 이하 15 5.0

2~5년 이하 23 7.7

5~10년 이하 30 10.0

10~20년 이하 44 14.7

20년 이상 186 62.0

기 타 2 0.7

<표 4>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2. 퇴직준비 단계

1) 재 상황  퇴직 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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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00(100) 78(26.0) 222(74.0)

연령

50대 150(100) 48(32) 102(68.0)

60대 75(100) 19(25.3) 56(74.7)

70대 이상 75(100) 11(14.7) 64(85.3)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300 30 10.0 270 90.0

소속

기관별

중앙정부 12 7 58.3 5 41.7

지방정부 3 0 0 3 100.0

연구관리 전문기관 3 0 0 3 100.0

산업체(협회/단체) 167 15 9.0 152 91.0

교육기관 12 0 0 12 100.0

정부출연연구기관 20 3 15.0 17 85.0

민간(기업)연구기관 43 0 0 43 100.0

개인사업자(프리랜서) 32 1 3.1 31 96.9

퇴직에 비하여 개인 으로 경력개발을 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체의 

26%에 해당하는 78명에 불과하 다. 연령별로는 50 가 48명(32%)으로 주를 이루었

으며, 60 는 19명(25.3%), 70  이상은 11명(14.7%)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경력개발을 한 비 여부                             (단 : 명, %)

경력개발을 비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개인 으로 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직무

와 련된 학업 비(62명, 76.6%), 개인사업 등 직무와 련된 사업운 (15명, 18.5%), 

후진 양성을 한 강의(4명, 4.9%) 등으로 나타났다. 

조직차원의 퇴직 비 로그램 제공 여부에 해서는 응답자의 10%에 해당하는 30

명만이 회사 차원의 퇴직 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 으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270명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 다(<표 6> 참조). 소속기 별로는 공공기 소

속의 응답자 4명 모두 “ ”라고 응답하 으며, 앙정부에서도 퇴직 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2명  7명으로 58.3%에 이르고 있다. 응답자의 

약 반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의 경우는 지원이 미비하여 퇴직 비 로그램 

제공여부에 “ ”라고 답한 응답자가 167명  15명(9.0%)에 불과하 다. 업무기간의 

경우는 10년-20년 이하의 응답자들이 44명  3명(6.8%)만이 “ ”라고 응답하 으며, 

2-5년 이하의 응답자들은 23명  4명(27.4%)으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조직차원 퇴직 비 로그램 제공 여부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29호

- 40 -

공공기관 4 4 100.0 0 0

모름/무응답 4 0 0 4 100.0

담당 

업무 

기간별

2년 이하 15 2 13.3 13 86.7

2~5년 이하 23 4 17.4 19 82.6

5~10년 이하 30 5 16.7 25 83.3

10년~20년 이하 44 3 6.8 41 93.2

20년 이상 186 16 8.6 170 91.4

모름/무응답 2 0 0 2 100.0

  연 령 50대 60대 70대 이상

전 체 100 100 100

정보 부족 13.3 13.3 6.7

시간 부족 12.7 5.3 8.0

경제적 문제 26.7 16 21.3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부족 18 10.7 12

자원 시스템 부족 14 13.3 14.7

건강 0 0 1.3

사회구조적 대안 0.7 0 1.3

없음 12.7 41.3 34.7

모름/무응답 2 0 0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 비 로그램이 있는 경우, 복 응답한 내용을 보면 퇴직

비를 한 교육훈련 로그램(60%)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외부 교육훈련 로그램 

이수를 한  지원(36.7%), 외부 교육훈련 로그램 이수를 한 비  지원

(36.7%), 퇴직 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30%), 창업지원 등 퇴직 후 경력을 지속

할 수 있는 기회 제공(13.3%)으로 조사되었다. 

퇴직 비를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에 한 질문에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한 응답

자들이 25.3%로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애로사항으로는 경제  문제

가 22.7%로 다른 애로사항들에 비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연령별로 애로사항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60 의 경우는 애로사

항이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제  문제

(16.0%)로 조사되었다. 50 는 26.7%가 경제  문제를, 18.0%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안 부족 그리고 자원시스템 부족(14%)의 순으로 응답하 다. 70  이상의 경우도 

“없음”이 34.7%, 그 다음이 경제  문제(21.3%) 등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연령별 퇴직 비 과정  애로사항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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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전 체 300 100

55~60세 이하 52 17.3

61~65세 이하 92 30.7

66~70세 이하 71 23.7

71~75세 이하 29 9.6

76~80세 이하 27 9.0

81세 이상 7 2.3

없음 20 6.7

모름/무응답 2 0.7

한 퇴직 시기에 한 의견은 개방형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연령별로 구

분하면 체로 61-65세 이하(30.7%)를 가장 한 퇴직 시기로 꼽았고, 66-70세 이

하도 23.7%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퇴직 시기

특히 체 300명  83명이 65세(27.7%)를 가장 하다고 단하고 있으며, 70세 

퇴직도 64명(21.3%)이 하다고 하 으며 지 까지 보편 으로 시행되고 있는 60세 

정년에 해서는 42명(14%)이 하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퇴직 시기에 한 개인 인 이유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 는데, 가장 많

은 응답은 신체 으로 건강함(62.3%)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경제 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17.3%), 련분야의 경력이 있음(6.0%), 규정이므로(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함, 의욕이 하되는 시기임, 육

체 으로 힘든 시기임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2) 퇴직 후 진로에 한 요구사항 

퇴직 후 희망 활동기 과 활동분야  활동유형은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퇴직 

후 활동하고 싶은 기 으로는 산업체(74명)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소와 공공부문을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  가장 많은 수인 78명(26%)

이 퇴직 후 활동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 다. 특히 담당업무 기간별로 보면 체

으로 근속기간과 상 없이 퇴직 후 활동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

년 이하의 업무경력자들 44명 에서는 50%에 해당되는 22명이 퇴직 후 활동을 희망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년 이하는 39.1%, 2년 이하는 26.7%, 5-10년 이하

는 20%, 그리고 20년 이상은 1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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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퇴직 후 

희망 

활동 기관 

전 체 300 100

연구소(공공 및 민간) 43 14.3

산업체 74 24.7

공공부문(연구소 제외) 42 14.0

국제기구 22 7.3

개인사업 등 37 12.3

활동 비희망 78 26.0

모름/무응답 4 1.3

퇴직 후 

희망

활동 분야

전 체 222 100

현 보유경력과 관련한 분야 203 91.4

현 보유경력과 무관한 분야 5 2.3

봉사활동 14 6.3

퇴직 후 

희망 

활동 유형

전 체 222 100

특정 연구프로젝트 참여 15 6.8

대학 겸임교수 등 교육활동 34 15.3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74 33.3

초·중등학교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위한 교육 및 강연 12 5.4

과학기술대중화를 위한 저술 및 강연 9 4.1

과학기술분야 봉사활동(박물관, 엑스포 행사 등) 25 11.3

관련 특허 및 기술정보 분석 9 4.1

관련분야 해외파견활동(개도국 현지 기업 기술자문, ODA사업 등) 21 9.5

개인 사업 12 5.4

기타 8 3.9

모름/무응답 3 1.4

퇴직 후 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에 한해서 희망 활동 분야를 조사한 결과, 부

분이 일차 으로  보유경력과 련한 분야(91.4%)를 선호하 으며,  보유경력과 

무 한 분야(2.3%)에서의 활동보다도 사활동(6.3%)에 더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9> 퇴직 후 희망 활동 기 , 활동 분야와 활동 유형

한 퇴직 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 유형으로는 벤처/

소기업의 기술개발  컨설 (33.3%)이었고 이 외에 학 겸임교수 등 교육활동

(15.3%), 과학기술분야 사활동(11.3%), 련분야 해외 견활동(9.5%) 등으로 조사되

었다. 기타 응답에는 기술자문, 장에서 후배들에게 기술 수, 건설감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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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퇴직 후 근무 유형과 희망 업무 범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퇴직 후 근무 

유형

전 체 222 100

full-time 83 37.4

part-time 130 58.6

프리 타임 7 3.2

상관 없음 2 0.9

퇴직 후 희망 

업무 범위

전 체 222 100

기초 연구 11 5.0

R&D 60 27

기술기획&정책 99 44.6

경영관리 45 20.3

기타(교육, 기술전수, 모름 등) 7 3.3

퇴직 후 근무 유형은 응답자의 약 반 이상이 part-time을 선호하 으며, full-time의 

경우도 응답자의 37.4%로 비교  낮지 않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표 10> 참조). 희망 

업무 범 에 한 조사 결과는 기술기획&정책(44.6%)이 높게 나타났으며, R&D(27%)와 

경 리(20.3%) 부분도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업무로 조사되었다(<표 10> 참조).

퇴직 후 활동을 희망한 응답자 222명을 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퇴직 과학기술

자 활용 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명(7.7%)만이 참여한 이 있다고 

답하여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70  이상이 다른 연령 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표 11> 참조).  

<표 11> 정부추진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로그램 참여 여무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222 17 7.7 205 92.3

50대 123 7 5.7 116 94.3

60대 52 3 5.8 49 94.2

70대 이상 47 7 14.9 40 85.1

“ ”라고 응답한 인원 17명이 참여한 정부 추진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로그램의 

내용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명, 11.8%), 문

경력인사 빙 활용사업(한국연구재단)(5명, 29.4%),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소기업 기

술역량충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 회)(5명, 29.4%), 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비연구

자 지원 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 회)(4명, 2.5%), 한민국산업 장 교수단 사업(한국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29호

- 44 -

산업인력공단)(2명, 11.8%), 비즈멘토제( 소기업 력재단)(1명, 5.9%), 기타(국방과

학연구소, 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건설기술교육원 등)(3명, 17.7%)이다.

3. 정부 정책지원에 한 의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지원 사업에 해서는 련 정보 부족

(28.3%)과 부족한 일자리 수요(27.7%)를 주요 문제 으로 보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홍보

부족, 로그램의 신뢰성 부족, 운 비 지원 부족, 실성 없음 등이 있었다(<표 12> 참조).

<표 12> 정부의 퇴직 과학기술자 지원사업에 한 문제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전 체 300 100

관련 정보 부족 85 28.3

인건비 지원 부족 18 6.0

부족한 일자리 수요(높은 경쟁률) 83 27.7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부족 53 17.7

기 타 12 6.0

없음 10 3.3

모름/무응답 39 13.0

이런 정부의 활용사업에 한 효과성을 보면 응답자의 약 반가량이 낮게(51.35%) 

평가하고 있었다(<표 13> 참조).

<표 13>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사업에 한 효과성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전 체 300 100

매우 높다 6 2.0

대체로 높다 29 19.7

보통이다 72 24.0

대체로 낮다 100 33.3

매우 낮다 54 18.0

모름/무응답 39 13.0

과학기술자의 정년제도에 해서는 임 피크제 도입 등 임  삭감을 통한 정년 연

장에 하여 찬성(72%)한다는 의견에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 연장

에 반 하는 인원도 21명이 있었다(<표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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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과학기술자 정년제도에 한 의견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전 체 300 100

현재보다 무조건 정년 확대 필요 56 18.7

임금피크제 도입등 임금 삭감을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하여 찬성 216 72.0

정년 연장 반대 21 7.0

기 타 6 2.0

모름/무응답 1 0.3

정년 연장의 반  이유로 21명  10명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주기 해서라고 응답

하 으며, 이 외에는 나이들면 지식이 녹슬어서, 기술력의 뒤처짐, 행 정년법으로 

충분, 자 업이라서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 다.

과학기술자의 복지를 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서는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 에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93명, 31.0%) 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퇴직 후 일자

리 제공(28.7%), 일자리 정보 제공(14.0%), 정년 연장(12.3%) 등을 꼽았고, 기타 의견

으로는 연  확 , 능력자 재 소 활용, 공  차별하는 , 기술사 독  제도 필요 

등 다양한 의견들을 보 다(<표 15> 참조).

<표 15> 과학기술자 복지를 한 해결 과제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전 체 300 100

정년 연장 37 12.3

연금 신설 25 8.3

퇴직 후 일자리 제공 86 28.7

일자리 정보 제공 42 14.0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93 31.0

기타 6 2.0

없음 6 2.0

모름/무응답 5 1.7

이런 해결 과제 외에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확 를 한 건의 사항  의견

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 는데 300명  32명(10.7%)이 많은 일자리 제공을, 일자

리 정보 제공과 경력기술자 우  정책을 17명이 제안하 다. 이 밖에 정년 연장, 각 

분야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기구 신설, 연구개발에 한 실 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 홍보 강화, 인재풀 구축, 일자리 정보제공, 활용 로그램의 확 , 기술자 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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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경력기술자들이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퇴직·고경력 과학자들이 개인 으로 퇴직에 

하여 비하고 있는 것도 미비하며, 조직이나 정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 과

학기술자 활용사업에 한 정보도 부족하여 실제 참여율도 낮은 편으로 실 으로 

퇴직 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V. 결론  제언

이 연구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퇴직 비 실태와 진로 환 지원방안을 모색

하기 하여 한국기술사회 소속 기술사 300명을 상으로 재의 상황과 퇴직 비 

로그램의 경험과 비사항에서의 애로사항, 퇴직시기, 퇴직 후 요구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에 한 의견 등을 조사 분석하 다. 

퇴직 후 희망 활동 분야로 부분이 일차 으로  보유경력과 련한 분야를 선호

하 지만, 그 다음으로는 사활동에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련분야 

해외 견활동에 한 극 인 지원이 요구된다. 조직차원의 퇴직 비 로그램 제공 

여부에 한 질문에는 응답자 체의 10%만 회사 차원의 퇴직 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 는데, 이는 2007년도에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연구”(이경휘, 민철구, 김선근, 2007)

의 설문조사 결과 9.6%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 조직차원에

서의 퇴직에 한 비가 아직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국가  기  차원 도입 희망 제도로서 임 피크제 도입 등 

임  삭감을 통한 정년 연장에 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민철

구(2012)의 연구에서 2 로 조사된 임 피크제 도입 후 정년 연장과 유사한 결과 다. 

한 퇴직 시기는 65세(27.7%)와 70세(21.3%)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 후 희망활동 유형으로는 벤처/ 소기업의 기술개발  컨설 이, 희망 업무 분

야로는 기술기획&정책을 꼽고 있어, 일본과 같이 문 인력 심으로 실시하는 지식 

나눔 주의 퇴직 활동(특허유통 문가 사업, 일본 경제산업국의 신 역 매칭 지원 

사업 등)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 과학기술자들은 퇴직 후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에 한 정보 제공에 가장 많은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일자리 마련에 지속 인 정

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하여 고령자 채용에 한 고용 지

원 , 재취업  경력개발을 한 지원, 련 주체 심의 퇴직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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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하여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진로 환을 지원하기 

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진로 환을 지원할 수 있는 DB 구

축  이들을 활용하기 한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NTIS, 이공계인력지원센터, 

공공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등 산재해 있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인력 DB를 연

계하여 범정부차원의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인력에 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통계

자료를 기 로 이들의 경력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 

개개인의 퇴직 비가 미흡한 실에서 정부차원에서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의 활용

을 지원하는 담하는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 인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의 확 도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그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진로 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공 개발원조(ODA)를 통한 로벌 활용, 과학

기술정책 수립시 자문 원회 활동, 청소년 과학기술 교육에서의 활용, 청년 창업시 멘

토링 활성화,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구축 등 재 정부 추진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에 참여 확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조사·분석, 교육·자문, 지원·인 라 등의 활동

으로 활동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한 고숙련 산업 장 문가 등으로 구성

된 산업 장교수제도를 확 하고, 장기 으로 민간법인화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해서는 산업 장교수 선발, 교육  컨설  기법 연수, 숙련 수사업 발굴, 

특성화고· 소기업 등과 네트워크 확  등 활용성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정부는 과학기술 창업지원을 확 해야 한다. 실버 창업 지원을 통하여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고

경력  조기 퇴직 과학기술자의 기술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펀드 조성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 벽의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

청년」형태의 세  융합형 창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조직차원에서 퇴직에 직면한 과학기술자들이 체계 으로 퇴직을 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직 에 퇴직에 한 사  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

록 정부의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자 연 제도와 연계한 퇴직지원 로

그램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경력개발 로그램과는 차

별화 된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을 한 재교육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해

서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의 경력경로 분석  경력개발을 한 종합 교육훈련 

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력단계  수 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에서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자를 한 복지  일자리 유지 정책 확충과 

이들에게 합한 신직업의 발굴에 투자해야 한다. 과학기술자의 연 지원 확충   

임 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 등 복지  일자리 유지를 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과 같이 정년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국가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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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에서도 많은 고령 고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어 우리사회도 진 으로 

정년 폐지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령 고 인력의 활용을 해서는 고령친화

 작업장 환경 개선, 직지원제도의 공공성 확 , 고령자 우선 기술교육, 고령자 사

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실시, 시니어 지식·기능 수사업 등이 필요하다. 임 피크제와 

정년 없는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지원을 해서는 지원 의 확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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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and Career Transition of 

the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Hyun-So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o 

suggest career transition supports for the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questionnaire survey adopted to the 300 Professional engineers, members of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KPEA), by telephone from June 17-21, 

2013. Frequency and percentile were used for analysis of the results.

There is not enough preparation measures for the retirements at the individual, 

organization and government level. Individuals preparing job related academic 

programs mostly. Major obstacle was economic barrier to prepare retirement. Most 

respondents wanted in the field which is applicable their career and interested 

activity type we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nsulting at small & medium size 

corporate. 

Building the DB and information system of the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is needed to support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by using their previous 

work experience. 

Key words :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Retirement Preparation, 

Career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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