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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중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
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중년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283부의 자
료를 모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설계는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신경을 쓰는 노후준비지
표로 파악되었다. 둘째, 재무설계는 삶의 질과 크게 관계가 없는 은퇴준비의 지표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모든 지표
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은 은퇴준비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과
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년, 직장인, 직무만족, 삶의 질, 은퇴준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ith retirement preparation of middle-aged workers. Data from 283 subjec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ople with higher quality of life tend to care more on health 
planning. Second, financial planning has nothing to do with quality of life, whereas self-respect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the other indicators for retirement preparations except financial planning. Third, retirement 
preparations has not been affected by work satisfac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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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취업이 늦어지고 평균 수명은 길

어지면서 이른바 '트리  30'(30+30+30) 시 로 어들

고 있다. 즉, 태어나 30년간 부모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

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한 뒤 나

머지 30년은 은퇴 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부분의 

사람들은 약 30년의 요한 경제활동 시기에 별 비 없

이 보내다가 무방비로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맞닥뜨리는 

것이 최근의 실이다[1]. 삼성생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은퇴 비를 지수로 환산할 경우 100   

56.7 으로 ‘주의’ 단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2], NH은

퇴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30 부터 50 까지의 반 

이상이 자녀 양육 때문에 노후 비를 제 로 하지 못한

다고 발표한 바 있다[3].

상황이 이러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시기의 직장인들은 

은퇴 후의 삶의 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번아웃

(burnout)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연료가 다 타버

린 듯 일에 들어 탈진하는 상으로, 매경이코노미가 

직장인 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86%는 이러한 번아웃 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13)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24시간  

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26%로 하루 4분의 1 이상을 일

하며 살며, 주당 근로 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최고 수 이라는 을 감안하면 한국 직장인들이 은

퇴 비에 시간과 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사치라고 느

껴질 수 있을 것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활발한 경제활동시기에 은퇴 

후 삶을 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개인 인 노후의 안

정뿐만 아니라, 노후 비를 실패한 노인에 한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국가 으

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의료기술

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가는 데 반해 은퇴연령

은  낮아지는 을 고려할 때, 은퇴이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을 조 이라도 더 조기에 계획을 갖

고 교육을 받으며 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세 를 따라 은퇴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재 30․40․50 는 국내 노동력의 근간을 차지하

며 활발한 경제활동시기에 있지만 한편으로 장시간의 근

무와 높은 업무강도로 말미암아 신체 ․정신 으로 매

우 힘든 시기이기에, 이러한 국내 년층 직장인들의 

재 상황들이 다른 향후 노후 비에 좋던 나쁘던 이  베

이비부머세 와는 다른 향을  수 있기에, 재 경제

활동시기에 있는 직장인들의 한 은퇴 비를 가능하

게 하는 사회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 까지 퇴직 후 은퇴 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다소 있는 편이나[5,6,7], 년

층 직장인을 상으로 은퇴를 비하는데 있어 재의 

직업에 해 만족하는 정도와 함께 삶의 환경에 한 주

 념에 따라 그들의 은퇴 비가 구체 으로 어떻게 

향을 받는지에 한 연구는 드문 편으로 기존의 연구

와는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그들의 삶의 질이 

은퇴 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이를 사회 으로 

 요성을 갖게 되는 직장인 은퇴 비 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여 고령화시 를 

비하는 정책과제에 이론  기여를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은퇴준비

은퇴란 개인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수입

은 이  직업으로 받게 된 퇴직연 에 의존해 있는 상태

로서[8], 은퇴 이후 삶에 한 비는 은퇴에 한 정

인 태도를 함양하고 은퇴 응능력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9]. 

은퇴에 련된 이론으로 Atchley[10]은 지속이론을 통

해 은퇴 이후의 인생이 과거의 모든 삶과 연결된 인생주

기 체의 통합시기임을 나타내며[11], Maslow[12]는 

년층의 은퇴 비는 욕구단계인 생리  욕구, 안 욕구, 

사회  욕구, 존경욕구가 모두 달성되거나 어느 정도 충

족되어진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은퇴 비를 잘한

다고 볼 수 있다고 하 다[11]. 한 Laslett[13]의 ‘제 3기 

인생‘에 한 이론에서 경제활동 시기인 제2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비하다보면 보다 퇴직 후 제 3기를 만족스

럽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여기서 제 3기는 년

층 나이인 략 30세에서 59세에까지 이르는 시기로 경

제 ․신체 ․정신사회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노후생활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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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한  Havighurst[14]의 사회  활동이론은 

노화에 따라 차 비활동 이고 역할이 감소하여도 안

활동을 통해 역할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건강과 사회  

응에 유용하다고 하는 이론으로서, 노후생활의 응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사회  역할수행  

참여가 매우 요하다고 하 다. 

이 듯 은퇴 비에 한 구체 인 이해를 하여 학

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신체 , 경제 , 정서  비로 보

는 경우가 많았지만[15,16,17], 근래에 들어 활동이론에 

입각한 노인들의 극 인 사회참여와 여가에 한 비 

한 노후 비로 보고 있으며[18], 노후를 보다 안락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해서는 년기에 장기 인 계획으로 

비하고 노후를 비하는데 있어서 경제 인 비뿐만 

아니라 신체․사회  비, 그리고 여가생활까지도 포함

하는 체계 인 계획과 비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9]. 2013년 5월 입법 발의된 (가칭)노후설계지원법[20]

에서도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비하기 해서는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인 계에 하여 미리 비해야 

한다고 하며, 재무와 비재무 역을 모두 포함하는 노후

설계 서비스를 강조하 다[21]. 

이러한 다원 인 노후설계와 더불어 노후 비교육의 

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 생활의 변화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돕기 하여 실시하는 교

육 로그램을 의미하며, 은퇴 비를 은퇴자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 으로 계획하고 변화시켜 나가며 은퇴라는 변

화를 미리 비하고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

다[22]. 최 호· 성남[23]은 베이비부머세 의 은퇴에 

한 비로 노후생애설계교육에 한 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  년층이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재의 노인과 비교했을 때 경제력과 교육수 이 히 

높고, 환경 으로도 출산 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상  증가로 인하여 노인부양부

담이 더욱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노인문제

는 노인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년층에게 보다 앞

선 질 높은 노후 비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4].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은퇴 비 유형을 

토 로 은퇴 비의 지표로서 재무설계(경제 ), 건강설

계(신체 ), 여가설계(여가 비), 인 계설계(사회 )

로 용어정리를 하고, 이와 더불어 이에 한 방법을 알려

주는 노후교육(생애설계)을 은퇴 비에 포함하여, 이러

한 은퇴 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 은퇴준비와 직무만족의 관계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와 직무경험에 한 평가에서 

얻은 정 인 상태를 말한다[25]. 직무만족에 한 이론

으로 비교이론, 수단이론, 사회  향이론,  공정성이론 

등을 들 수 있으며[26], 이  비교이론에 따르면 직무만

족은 직무에 한 정서  반응으로서 자기성찰에 의해서

만 이해될 수 있고, 개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라는 

비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 인 개

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7]. 이러한 직무만족은 개

인차원에서 가치 단 그리고 정신건강  신체건강 측면

에서 큰 요성을 갖는다[28]. 

이러한 직무에 한 만족도와 은퇴와의 계에서 

재 일하는 업무에 만족하여 은퇴하기를 원하지 않는 측

면[29]과 다른 생활에도 높은 응성을 보여 은퇴를 원한

다[30]는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 는데, 이후 이러한 직무

만족이 은퇴에 한 비와는 어떠한 계를 갖는지에 

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신계수는 년

층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만족도가 은퇴 비의 하

변인  사회  비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반면[6], 최

명화·최수일[31]은 직무만족은 신체  노후 비와 경제

 노후 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 여 희[32]는 교원을 상으로 직업만족도가 

퇴직 비 로그램의 참여욕구에 향을 미치는 가에 

해 연구한 결과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지만, 서훈[5]은 년 남성을 상으로 재의 직업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이후에 한 비를 더 많

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 년층 직장인의 직무만족은 은퇴 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은퇴준비와 삶의 질의 관계

삶의 질은 주 인 가치 단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

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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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33].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삶의 질을 정

의하면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 , 규범, 심과 련하여 인생에

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한 개인 인 자각’이라고 

표 하 는데[34], 이는 개인  자율성, 육체 , 정신  

안녕, 삶의 만족도, 경제  상태, 문화  요소, 사회  

계, 환경 등의 요소를 포 하는 총체  개념으로서,  특히 

Cambell[35]는 물질 ⋅경제 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의 질에서 

주 ⋅정신  측면의 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삶

의 질은 이제 학계에서만 다 지던 문용어가 아니라 

일반 사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Maslow[12]의 욕구 계이론에서도 상 단계인 존경욕

구나 자아실 의 욕구를 고려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36], 최근 들어 반 인 소득수 이 높아지고 개개인이 

행복에 한 심이 커지면서 제3자  입장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주 인 만족도가 더욱 강조되면서[22], 다양

한 연구를 통하여 주  삶의 질의 측정도구로서 생활

만족도[37], 심리  안녕감[38], 자아존 감[39] 등이 연

구되어진바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의 주  요인들이 향후 은퇴에 한 

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재까지 다양한 

상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 먼  생활만족도는 일상의 

활동으로부터 의미와 기쁨,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와 

재 삶에 한 평가와 동시에 앞으로의 반 인 삶의 

망에 한 태도를 의미하며[40], 이러한 생활만족도와 은

퇴 비의 연 성에 하여 배정민[41]은 장년층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만족도가 노후 비도를 설명하

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주 심[42]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 태도는 정 인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두 번째 요인으로서 자아존 감은 개인이 자신에 

해 가지고 있는 념  태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아

존 감이 은퇴 비에 미치는 향을 미친다는 연구로서 

년여성층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존 감과 노후

책이 정(+)의 상 계로, 그 하 변인  신체 , 경제

, 사회  비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고[43,44], 배문조[17]은 20-50  

직장인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

이 경제 인 은퇴 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 으

며, 임희규[45]는 자아존 감이 성공  노화를 한 요

한 변인으로서 노후교육 로그램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 다.  다른 요인으로서 심리 안녕감은 개인이 지

각하는 주 인 경험에 기 한 행복감 는 체 인 

감정으로서 반 인 개인의 삶에 한 주 인 평가이

며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 인 응을 측정하는 개념을 

의미하며[46], 강성옥․하규수[47]은 년층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심리사회  안녕은 노후 비도  경제  

비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체 , 정서  비에 

정(+) 인 향이 있다고 하여, 체 으로 볼 때 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심리 으로도 안정 인 높은 삶의 질을 

할수록, 은퇴  노후를 비하는데 보다 심이 있

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2 년층 직장인의 삶의 질은 은퇴 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생활만족도는 은퇴 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자아존 감은 은퇴 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심리 안녕감은 은퇴 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직업만족도와 함께 삶의 

질의 지표로서 생활만족도, 자아존 감, 그리고 심리

안녕감을 하 변인으로 채택하 으며, 년층 직장인을 

상으로 이들 변수의 은퇴 비 간의 향 계를 확인

하고자 하 다. 은퇴 비의 세부요인으로는 이론  배경

에서 기술하 듯이,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인

계설계와 함께 노후교육을 하 변인으로 설정하 으

며, 이들 변수들 간의 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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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년층 직장인의 은퇴 비를 연구하고자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회사원, 공무원, 문직에 종사하는 

30-59세를 상으로 직무태도와 삶의 질이 은퇴 비에 

미치는 향을 30일간(2014. 5. 1 ~ 2014. 5. 30)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총 32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305부 으며, 이  결측 값이 있는 22부를 제외한 283부

를 자료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t-test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등을 실시하 다. 

첫째,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카이  규칙이 있는 직각회

방법인 배리맥스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둘째,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으로 악하 고, 인구사회학  특

성에 따른 사회활동, 여가활동  주  삶의 질의 차이

를 분석하기 하여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증을 하 다. 

셋째,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은퇴 비에 미

치는 향은 계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 다.

3.3 변수의 측정도구

3.3.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황택순[48], 류성 [49], 윤여경[50]의 연

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으며, “나는 직장의 발 을 해 요구되는 것 이상으

로 열심히 일할 생각이다 -JS1”, “나에겐 일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요하다 - JS2”, “나는 

재 직무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 JS3”, “나의  

직무는 장래성이 있으며 나의 발 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한다 - JS4” 의 총 4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3.2 삶의 질

생활만족도는 이상매[51], 임 주[52]의 연구에서 사

용된 도구를 이용하 으며,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

겁다 -LS1”, “나는 재의 생활방식에 만족 한다 - LS2”, 

“지 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보람 있다 - LS3”, “ 재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삶에 가깝다 - LS4”,  “나는 다

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 LS5”의 총 5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자아존 감은 이형만[33], 한아 [53], 김용길[54]의 연

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으며,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SE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SE2”, “나

는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 SE3”,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 SE4”,  “나는 내 자신에 해 

체로 만족한다 - SE5”의 총 5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심리 안녕감은 양미화[55]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으며,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사람은 

많지 않다 - PW1”,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 PW2”, “나의 고민을 털

어놓을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

낀다 - PW3”,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요하

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 PW4”,  총 4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3.3 은퇴준비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인 계설계는 최혜

련[56], 신미숙[57], 김남순[58], 신계수[6]의 연구에서 사

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으며, 재

무설계는 “노후를 해 약하며 생활한다 -FP1”, “노후

의 안정을 해 매사에 계획 으로 지출하는 습 을 기

른다 - FP2”, “은퇴를 비해 재테크 는 자산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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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actor

1 2 3 4 5 6 7 8 9 h2

LS-1 .825 .154 .057 .210 .185 -.138 .110 -.015 .107 0.828

LS-2 .776 -.020 -.028 .080 .177 -.121 .257 .110 .093 0.742

LS-3 .759 .087 .030 .201 .362 -.099 .059 .042 .133 0.788

LS-4 .745 .079 .138 .186 .327 -.057 .100 -.039 .127 0.752

LS-5 .705 .133 .006 .285 .114 -.211 .139 .058 .075 0.681

ER-1 .064 .857 .083 .067 -.057 -.039 .103 .114 .080 0.784

ER-2 .032 .784 .155 .090 .085 -.170 .138 .133 .123 0.736

ER-3 -.036 .752 .104 .008 .001 .046 .100 .039 .091 0.599

ER-4 .141 .657 .071 .122 .250 -.148 .085 .160 .101 0.599

ER-5 .139 .635 .185 .026 .027 -.171 -.013 .368 -.008 0.623

SP-1 .142 .634 .170 .059 .188 .016 .154 .065 .131 0.536

SP-2 .007 .110 .864 .132 .039 -.011 .099 .107 .074 0.804

SP-3 .012 .096 .836 .051 .124 -.023 .114 .106 .047 0.754

SP-4 .083 .166 .829 .101 -.057 -.043 .117 .055 .026 0.754

SP-5 .017 .076 .816 .056 .017 .005 .055 .041 .032 0.681

SP-6 .091 .222 .712 .102 .053 -.084 .061 .214 .127 0.651

SR-1 .205 .056 .037 .798 .051 -.100 .128 .053 .097 0.725

SR-2 .391 .075 .149 .696 .126 -.191 .095 .134 .105 0.755

SR-3 .310 .250 .156 .683 .214 -.064 .137 .028 .021 0.719

SR-4 .073 -.002 .187 .635 .292 .000 .031 .152 .042 0.555

SR-5 .527 .085 .108 .560 .097 -.053 .241 .058 .076 0.69

PW-1 .167 .181 .059 .101 .807 .010 -.045 -.013 .041 0.729

PW-2 .317 .079 .059 .121 .693 -.161 .079 .093 .120 0.661

PW-3 .161 .100 -.003 .163 .682 .011 .118 -.023 .174 0.572

PW-4 .348 -.020 .042 .168 .679 -.054 .039 .106 -.087 0.836

WS-1 -.099 -.157 -.018 -.103 -.063 .847 -.091 -.091 -.044 0.785

WS-2 -.088 -.068 -.074 -.104 -.037 .833 -.081 -.107 -.049 0.744

WS-3 -.095 -.087 -.025 -.055 .100 .787 -.010 -.008 .057 0.653

WS-4 -.233 .046 .004 .013 -.258 .582 -.171 .026 -.155 0.516

HP-1 .070 .147 .053 .271 .026 .006 .796 .067 .184 0.755

HP-2 .089 .095 .141 .003 .072 -.196 .734 .193 .046 0.658

HP-3 .230 .167 .161 .181 .126 -.199 .719 .052 .042 0.716

HP-4 .270 .162 .139 .026 -.013 .001 .662 .012 .119 0.572

LP-1 .019 .202 .147 .097 .049 -.101 .047 .869 .058 0.847

LP-2 .010 .261 .127 .131 .040 -.013 .058 .822 .063 0.786

LP-3 .091 .140 .196 .070 .031 -.066 .213 .752 .177 0.718

FP-1 .100 .123 .058 .073 .003 -.060 .077 .067 .867 0.799

FP-2 .202 .172 .119 .051 .086 .009 .139 .047 .846 0.833

FP-3 .095 .146 .094 .108 .172 -.086 .126 .165 .725 0.657

Eigen Value 4.127 3.757 3.720 2.850 2.811 2.739 2.615 2.454 2.340

% of Variance 10.583 9.634 9.539 7.308 7.207 7.022 6.705 6.292 5.999

Cumulative % 10.583 20.217 29.756 37.064 44.270 51.292 57.997 64.289 70.288

KMO Measure = 0.884

Bartlett χ2 = 6334.826, df = 378, p = 0.000

*p<.05, **p<.01, ***p<.001

* LS: Life Satisfaction * ER: Education for Retirement * SP: Social Planning * SR: Self-Respect * PW: Psychological Well-being 

* WS: Work Satisfaction * HP: Health Planning * LP: Leisure Planning * FP: Financial Planning

<Table 1>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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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있다 - FP3”의 3문항, 건강설계는 “충분한 수

면을 갖는다 - HP1”, “피곤하면 휴식을 취한다 - HP2”, 

“건강을 해 스트 스를 한 방법으로 해소한다. - 

HP3”, “규칙 인 운동을 하고 있다 - HP4” 의 4문항, 여

가설계는 “일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

기 좋다 - LP1”,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 - LP2”, “여가활동은 인생의 의미를 부

여하는 요한 원천이다 - LP3”의 3문항, 인 계설계

는 “사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 SP1”, “사회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

의 조언과 격려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 SP2”, “개인

인 외로움과 따분함이 사회  모임을 통하여 감소한다 - 

SP3”, “사회  모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 SP4”, “공동체 삶에 한 의식이 높다 - SP5”, “노후에

는 친구들과의 돈독한 계가 매우 요하다고 생각하

며, 친한 친구들과 앞으로도 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다 - SP6”의 6문항,  총 16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

정하 다.  

노후교육은 최성희[22], 홍석태[24]가 연구에서 사용

된 도구를 이용하 으며, “퇴직 후 자기개발을 한 방

법을 찾기 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 

ER1”, “퇴직 후 삶을 즐기기 한 방편으로 능력개발에 

해 체계 으로 계획하고 싶다 - ER2”, “퇴직 후 자신

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기 을 알아볼 

계획이다 - ER3”, “퇴직 후 평상시 배우고 싶거나 공부

하고 싶은 분야를 하기 해 비하고 싶다 - ER4”, “나

는 노년기에 좋은 로그램이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배울 것이다 - ER5”, 총 5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

정하 다. 

3.4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하게 측정하 는가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먼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

해 잘 설명되는지 검정하기 해, Kaiser-Meyer-Olkim 

(KMO) 검정을 진행하 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

두 KMO 값이 0.8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남으로

써 요인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단되었다. 

이와 함께, 선정된 변수들로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 는데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

석의 사용이 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

릴 수 있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묶여진 7가지 요인을 

<Table 1>에 나타내었고,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 다.

3.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할 목 으로 항목분석 

방법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 다. 일반 으

로 이 계수가 0.6이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

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α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804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911

Self-respect .856

Psychological 

Well-being
.803

Retirement 

Preparation

Financial Planning .835

Health Planning .809

Leisure Planning .859

Social Planning .867

Education for 

Retirement
.898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3.6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직업, 월소득, 종교유무, 건강상태, 자녀동거

유무, 부모부양여부, 생활수 , 순자산 규모, 은퇴연령, 주

거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3>

와 같이 남성이 171명(60.4%), 여성이112명(39.6%)이었

고, 연령은 30세∼39세가 127명(44.9%), 40세∼49세가 

155명(54.8%), 50세∼59세가 51명(18.0%)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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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t B β t B β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158 -.097 -1.757 -.130 -.080 -1.462 -.110 -.068 -1.250

Housing2) -.217 -.129 -2.125* -.219 -.131 -2.177* -.230 -.137 -2.293*

Children3) 　 　 　 　 　 　 　 　 　

Children 1 -.325 -.101 -1.778 -.344 -.107 -1.912 -.382 -.119 -2.128*

Children 2 -.016 -.010 -.145 -.032 -.019 -.295 -.036 -.021 -.335

Age .025 .251 3.329** .021 .206 2.736** .022 .217 2.879**

Education -.029 -.031 -.527 -.036 -.038 -.649 -.035 -.037 -.633

Salary/Mon -.020 -.023 -.341 -.028 -.033 -.489 -.049 -.056 -.845

Net Asset .007 .011 .170 .008 .013 .200 .013 .020 .313

Level of Life .414 .223 3.518** .396 .214 3.422** .348 .188 2.993**

Health .228 .202 3.518** .206 .183 3.222** .144 .127 2.122*

Age for Retirement -.146 -.156 -2.711** -.175 -.187 -3.257** -.171 -.182 -3.191**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89 .180 3.146** .085 .081 1.181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05 .114 1.406

Self-respect .092 .073 1.042

Psychological WB -.062 -.057 -1.009

F 8.248*** 8.633** 7.530***

R2 .251 .277 .297

△R2 .026 .020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Table 4>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Financial Planning

Classification N(%) Classification N(%)

Gender
M 171(60.4)

Level of 

Life

Poor 33(11.3)

F 112(39.6) Normal 229(80.9)

Age

30-39 127(44.9) Wealthy 21(7.4)

40-49 105(37.1)

Net 

Asset

Minus 27(9.5)

50-59 51(18.0) < ￦100M 54(19.1)

Education

High School 19(6.7) ￦100-300M 103(36.4)

College 22(7.8) ￦300-500M 46(16.3)

University 116(41) >￦500M 53(18.7)

Graduate 126(44.5)

Salary/

Month

< ￦3M 83(29.3)

Occupation

Office 

Worker
148(52.3) ￦3-5M 121(42.8)

Officials 72(25.4) ￦5-7M 50(17.7)

Professionals 63(22.3) >￦7M 29(10.3)

Religion
Y 157(55.5)

House
Owner 180(63.6)

N 126(44.5) Rent 103(36.4)

Children

Together 164(58) Spouse Marital 213(75.3)

Separate 19(6.7) Single 70(24.7)

No Kids 100(35.3)
Parents

Support 60(21.2)

Health

Very Bad 0(0) No Support 223(78.8)

Bad 20(7.1)
Age for 

Retirem

ent

<55 72(25.4)

Normal 154(54.4) 50-60 131(46.3)

Good 90(31.8) 61-65 60(21.2)

Very Good 19(8.7) >5 20(7.1)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

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재무설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안녕

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무설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

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  Model I은 <Table 3>와 같이 조사된 인구통

계학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주

거형태, 연령, 생활수 , 건강상태, 은퇴연령이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하 으며, 이들 요인들의 체설명력 R²은 25.1% 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

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β=.180, t=3.146, p<.01)

이 재무설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재무설계에 

한 요인의 체설명력은 27.7%로 Model I보다 2.6% 증

가하 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재무설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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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t B β t B β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122 -.071 -1.251 -.098 -.056 -1.003 -.055 -.032 -.598

Housing2) -.044 -.024 -.391 -.045 -.025 -.409 -.079 -.044 -.745

Children3) 　 　 　 　 　 　 　 　 　

Children 1 .020 .006 .102 .003 .001 .018 -.067 -.020 -.357

Children 2 .139 .077 1.146 .124 .069 1.037 .112 .062 .986

Age .020 .188 2.441 .016 .151 1.946 .018 .168 2.256*

Education .029 .029 .481 .024 .024 .393 .016 .016 .269

Salary/Mon -.023 -.025 -.364 -.030 -.033 -.483 -.071 -.077 -1.177

Net Asset -.015 -.021 -.313 -.014 -.019 -.294 -.004 -.006 -.089

Level of Life .289 .146 2.251* .273 .139 2.151* .169 .086 1.384

Health .421 .351 5.960*** .402 .335 5.716*** .271 .226 3.814***

Age for Retirement -.060 -.060 -1.026 -.086 -.086 -1.460 -.073 -.073 -1.300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68 .150 2.546* -.050 -.045 -.662

O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63 .166 2.089*

Self-respect .282 .209 3.031**

Psychological WB -.140 -.121 -2.163*

F 6.691*** 6.798*** 8.261***

R2 .214 .232 .317

△R2 .018 .085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 (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Table 5>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Health Planning

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나, 삶의 질과 재무설계 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는 못하 고, 아울러 직무만족 변수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삶의 질이 도입되면서 직무

만족의 설명력이 Module II보다 Module III에서 히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Model III의 재무설계 요인에 

한 체설명력이 29.7%로 가장 높음을 고려할 때, 직무

만족과 삶의 질은 은퇴 비 요인  재무설계 활동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건강설계에 미치는 

영향

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건강설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안녕

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설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

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생활수 ,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하 으며, 이들 요인들의 체설명력 R²은 21.4% 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

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β=.150, t=2.546, p<.05)

이 재무설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건강설계에 

한 요인의 체설명력은 23.2%로 Model I보다 1.8% 증

가하 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건강설계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삶의 질의 모든 요인, 즉 생활만족도(β=.166, 

t=2.089 p<.05), 자아존 감(β=.209, t=3.031, p<.01), 심리

안녕감(β=.121, t=-2.163, p<.05)과 건강설계 간에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직무만족 변수는 더 이상 유

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삶의 질이 도입되면

서 직무만족의 설명력이 Module II보다 Module III에서 

히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Model III의 건강설계 요

인에 한 체설명력이 31.7%로 가장 높음을 고려할 때, 

삶의 질이 은퇴 비 요인  건강설계 활동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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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t B β t B β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081 -.055 -.908 -.056 -.038 -.635 -.038 -.026 -.439

Housing2) -.104 -.069 -1.023 -.105 -.070 -1.052 -.147 -.097 -1.495

Children3) 　 　 　 　 　 　 　 　 　

Children 1 -.186 -.064 -1.024 -.203 -.070 -1.130 -.203 -.070 -1.157

Children 2 .167 .110 1.517 .153 .100 1.403 .141 .092 1.329

Age .005 .059 .704 .001 .015 .176 .001 .008 .092

Education -.019 -.023 -.346 -.025 -.029 -.451 -.055 -.065 -1.014

Salary/Mon -.023 -.030 -.397 -.030 -.039 -.529 -.036 -.047 -.644

Net Asset .009 .015 .214 .010 .017 .240 .013 .022 .326

Level of Life .275 .165 2.350* .259 .155 2.244* .215 .129 1.888

Health .156 .154 2.422* .137 .135 2.141* .095 .094 1.441

Age for Retirement -.085 -.100 -1.581 -.111 -.131 -2.061* -.094 -.111 -1.792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68 .178 2.802** .103 .109 1.466

O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17 -.141 -1.602

Self-respect .335 .294 3.869***

Psychological WB -.099 -.101 -1.636

F 2.319* 2.834** 3.645***

R2 .086 .112 .170

△R2 .026 .058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Table 6>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Leisure Planning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 생활에 만족하고 자

신에 한 자 심과 더불어 심리 으로 편안한 사람일수

록 건강 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3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여가설계에 미치는 

영향

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여가설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안녕

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가설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

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생활수 과 건강상태가 유의미

한 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하 으며, 이들 요인의 체설명력 R²은 8.6% 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

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β=.178, t=2.802, 

p<.01)이 재무설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여가설

계에 한 요인의 체설명력은 23.2%로 Model I보다 

1.8% 증가하 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여가설계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삶의 질의 요인  자아존 감(β=.294, t=3.869, 

p<.001)만이 여가설계와 유의미한 계를 나타냈다. 다

만, 직무만족 변수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는데, 이는 삶의 질이 도입되면서 직무만족의 설명력

이 Module II보다 Module III에서 히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Model III의 여가설계 요인에 한 체설명

력이 29.7%로 가장 높음을 고려할 때, 자아존 감이 은

퇴 비 요인  여가설계 활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 감이 큰 사람일수록 노후 여

가생활에 더 많은 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4.4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대인관계설계에 미

치는 영향

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인 계설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



Effects of the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Workers on Retirement Prepa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3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t B β t B β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227 -.169 -2.882* -.199 -.148 -2.566* -.186 -.139 -2.418*

Housing2) .040 .029 .448 .038 .028 .437 .011 .008 .122

Children3) 　 　 　 　 　 　 　 　 　

Children 1 -.038 -.014 -.236 -.057 -.022 -.365 -.068 -.025 -.432

Children 2 .202 .144 2.076* .186 .133 1.948 .182 .130 1.932

Age .013 .152 1.900 .008 .098 1.225 .009 .105 1.313

Education -.053 -.069 -1.095 -.060 -.077 -1.251 -.073 -.094 -1.523

Salary/Mon .078 .110 1.532 .070 .098 1.399 .062 .087 1.240

Net Asset -.015 -.026 -.387 -.013 -.024 -.364 -.010 -.019 -.284

Level of Life .235 .153 2.273* .217 .142 2.148* .180 .118 1.783

Health .191 .206 3.363** .170 .182 3.031** .133 .142 2.250*

Age for Retirement -.076 -.098 -1.602 -.106 -.136 -2.245* -.095 -.123 -2.039*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93 .221 3.661*** .138 .159 2.203*

O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034 -.045 -.531

Self-respect .160 .153 2.069*

Psychological WB -.100 -.112 -1.864

F 4.436*** 5.369*** 4.984***

R2 .153 .193 .219

△R2 .040 .026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Table 7>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Social Planning

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안녕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인 계설계 활동을 종속변

수로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종교, 자녀동거, 생활수 , 건강상

태가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

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이들 요인들의 체설명력 R²

은 15.3% 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

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β=.221, t=3.661, 

p<.001)이 인 계설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인 계설계에 한 요인의 체설명력은 23.2%로 Model 

I보다 7.9% 증가하 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인 계설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하 고, 삶의 질의 요인  자아존 감(β=.153, t=2.069, 

p<.05)이 인 계설계와 유의미한 계를 나타냈다, 

인 계설계에 한 요인의 체설명력은 31.7%로 Model 

II보다 8.5% 증가하 고, 자아존 감과 함께 직무만족도

(β=.159, t=2.203, p<.05)도 인 계 설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 직무에 만족하고 자

아존 감이 큰 사람일수록 노후의 인 계를 보다 요

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5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노후교육에 미치는 

영향1)

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노후교육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안녕

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후교육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

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순자산규모와 생활수 이 유의

미한 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이들 요인들의 체설명력 R²은 9.5%

1) 분산팽창계수(VIF)가 1.122에서 2.477 사이로 나타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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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t B β t B β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046 -.027 -.450 -.027 -.016 -.267 -.005 -.003 -.051

Housing2) .136 .078 1.158 .134 .077 1.153 .099 .057 .871

Children3) 　 　 　 　 　 　 　 　 　

Children 1 .214 .064 1.018 .201 .060 .960 .201 .060 .985

Children 2 -.087 -.049 -.686 -.098 -.056 -.775 -.119 -.067 -.963

Age -.001 -.008 -.096 -.004 -.037 -.437 -.006 -.056 -.681

Education .064 .066 1.010 .060 .061 .947 .025 .026 .400

Salary/Mon -.072 -.080 -1.071 -.077 -.086 -1.158 -.085 -.094 -1.293

Net Asset .110 .157 2.228* .110 .159 2.253* .113 .163 2.378*

Level of Life .316 .163 2.341* .304 .157 2.262* .260 .135 1.969

Health .080 .068 1.074 .065 .056 .878 .020 .017 .265

Age for Retirement .001 .001 .011 -.019 -.020 -.306 -.003 -.003 -.054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28 .116 1.832 .046 .042 .560

O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14 -.118 -1.346

Self-respect .426 .323 4.233***

Psychological WB -.028 -.024 -.395

F 2.596** 2.680** 3.518***

R2 .095 .106 .165

△R2 .011 .059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Table 8>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Education for Retirement 

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

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은 노후교육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노후교육에 한 요인의 체설

명력은 10.6%로 Model I보다 1.1% 증가하 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노후교육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삶의 질의 요인  자아존 감(β=.323, t=4.233, 

p<.001)만이 여가설계와 유의미한 계를 나타냈다, 노

인교육에 한 요인의 체설명력은 16.5%로 Model II보

다 5.9% 증가하 고,  자아존 감이 은퇴 비 요인  노

후교육 활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 감이 큰 사람일수록 퇴직 비 교육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 결과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년층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삶

의 질이 은퇴 비와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특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 을 보이는 가를 설문조사를 활

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년층 직장인의 은퇴 비를 한 건강설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삶의 질의 모든 요인이 건강설

계 활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재 삶이 평안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해서는 다른 요인보다 불시에 찾아와 큰 향을 미치는 

큰 질병 등을 미연에 막아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 노후

의 신체 인 비를 보다 더 요시 하는 것으로 생각되

어진다.

둘째, 년층 직장인의 은퇴 비를 한 여가설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삶의 질의 요인  자아존 감

만이 여가설계 활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며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 정신을 갖는 사람일수록 

노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여가설계에 한 비를 하려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악된다.

셋째, 년층 직장인의 은퇴 비를 한 인 계설계

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직업만족과 더불어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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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  자아존 감이 인 계설계 활동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재

의 만족스러운 직업에서 쌓은 사회  계들을 노후에도 

유지하고자하는 향으로 단되며,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후의 사회활동에 한 비를 요시하가

에 안 계설계를 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년층 직장인의 은퇴 비를 한 노후교육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삶의 질의 요인  자아존 감

만이 노후교육 활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노후에도 새로운 도 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남과 다른 노후 활

동을 할수 있는 받침이 되는 노후교육에 한 비를 

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악된다.

다섯째, 년층 직장인의 은퇴 비를 한 재무설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생활만족

도, 자아존 감, 심리 안녕감)과의 계를 분석하 으

나, 두 요인이 재무설계 활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재 직무에 만족하고 주 인 삶의 질이 우수한 것과 미

래를 한 경제  비활동은 크게 연 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 의 은퇴와 

더불어 사회 으로 큰 심을 갖고 있는 은퇴 후의 노후

설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고, 특히 향후 몇 십년 

내에 은퇴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년 직장인들의 재 

직무와 삶의 질에 따라 은퇴 비에 하여 어떻게 생각

하고 각종 정부나 은퇴 비 단체에서 앞으로 어떠한 부

분을 고려하여 은퇴 비 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에서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

는데, 먼  분석을 한 조사 상자들이 수도권에 거주

하여 향후 국의 직장인 설문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한 직업에 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후속연구

로서 보다 구체 인 방안을 하여 직종별, 소득별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은퇴 비를 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독립변수  삶의 질에 경우 주

인 요인에만 포커스를 하 는데, 삶의 질의 객  요인

도 포함하여 포 으로 연구하는 것도 은퇴 비의 향

요인을 보다 폭넓게 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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