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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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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장년층을 상으로 노후 비가 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년층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총 4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많은 8부를 제외한 44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  노후 비, 경제  노후 비가 정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둘째, 신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기술/노무직, 정서  노후 비, 신체  노후 비가 신체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 정서  노후 비, 경제  노후 비가 경제  만족도에 정 인 향

을 미쳤다. 넷째, 사회 계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정서  노후 비가 사회 계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의 수 에서 향상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년층 시 부터 노후

비가 잘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factors for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on the current satisfaction of
life of the middle-aged. A survey of middle aged people liv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was conducted. The
data from 442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450 questionnaires excluding 8 incomplete datasets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motional and economical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had influences on the 
emotional satisfaction positively. Seco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jobs for technician/working, emotional and 
physical preparations for old 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hysical satisfaction. Third, the household income, 
emotional and economic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conomical satisfaction. Fourth,
sex, emotional preparations for old 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relation satisfacti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ed that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should be arranged from the middle-aged yea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old age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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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 고, 오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
에 진입할 것이며, 그로부터 9년 후인 2026년에는 고
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란 망이 나오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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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극 인 응책이 미흡

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

 어려움, 노화에 따를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
와 무료, 사회생활의 단 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의 어

려움을 겪고 있다[2]. 
지난 2013년 기 으로 OECD 국가  우리나라의 노

인빈곤율은 48.0%로 가장 최악의 수 인 것으로 조사

다[3]. 노인들의 자살 증가율도 OECD 국가  1 인데, 
인구 10만명당 자살 노인이 2000년 34.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격히 늘어났다[4].
고령화는 이처럼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등 사회, 경제 
반에 걸쳐 큰 장을 일으키고, 개인의 삶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하시키는 등 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시  노년기에 발생될 것으로 측되

는 여러 문제들에 비하기 하여 개인  노후 비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년기부터 미리 노후 비가 실천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한 연구도 차 활발

해지고 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건강, 소외, 경제, 가족문제 등에만 치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삶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

는 여가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내용이 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6]. 
한 노화불안은 년기 성인들이 느끼는 노년기 

응 련 요인으로 건강한 노년기 진입에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년의 노화에 한 생각이 노년기 삶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년기로
의 건강한 이를 해서는 년의 노화불안 실태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년의 성공 인 노후 비를 통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반 인 노후 비 정도나 련 요

인 등에 한 탐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년

기의 노후 비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후에 한 가치 의 변화와 더불어 년기부

터 노후에 한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년층 
인구의 증가와 조기퇴직의 증가 등으로 년기부터 노후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을 반 하여,  본 연
구에서는 노후에 한 비는 노년기 이 인 년기에 

미리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기

년의 정의를 사  개념으로 살펴보면, 년(中年) 
는 장년과 장년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인생에서 청년

에서 노년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말로서 콜린스 사 에 

따르면 년은 일반 으로 략 40~60세 사이 나이의 
사람으로 간주한다.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되지 않았던 1900년 에는 

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기 수명

이 증가하고 자녀의 수가 감소하면서 개인이 년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년기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7]. 
Havighurst(1972)는 년기를 사회에 한 향력이 

그 정에 달함과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  변화도 

느끼는 시기 그리고 개인  요구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기체 내부의 변화와 환경  압력에 의해 사건이 유발

되는 시기라고 하 다[8]. 
본격 으로 노화단계에 어들었음을 자각하는 년

은 신체변화  건강으로 인해 스트 스를 받는다. 이들
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가올 죽음에 

해 보다 구체 이고 개인 으로 느끼는 시간조망의 변

화를 경험한다. 자신의 지난 삶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
은 삶에 해 새로운 목표와 우선순 를 설정하고 재구

조화하는 것이다[9]. 
이 까지는 외부와의 응과 사회  성공, 인정에 더 
심을 가졌다면 년기에는 내  자아에 한 심과 

성찰이 많아지는 개별화(individuation)가 진행된다고 한
다[10].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연속 인 발달과 변화를 겪

으며 복합  상호작용에 의해 생애주기를 따라가기 때문

에 년기와 노년기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년기를 직업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고 상

으로 신체  활동이 둔화되며 지 능력이 퇴보하고 모

든 감각이 둔화되는 시기로 본다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한 비는 노년기 이 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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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로 년기부터의 노후 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

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 인 노후생활을 유지하

기 한 과정과 계획이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의한 구분보다는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는 노년기에는 노후 비가 어렵다고 보

고, 노년기와 구분시켜 경제활동 에 있고 신체 으로

나 지 으로도 활동 인 시기 즉 노년기의 직 시기 즉 

노후 비가 필요한 시기를 장년기로 보고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2.2 노후준비의 타당성 및 노후준비 유형

2.2.1 노후준비의 타당성

2011년 사회조사(통계청, 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  어려움

(40.6%), 질병 등 건강문제(37.8%), 소일거리가 없음
(6.2%), 직업이 없거나 고용의 불안정(4.0%)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노후 비를 해야 하

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로 인해 복합 으로 발생하는 노후문제를 

당사자나 가족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노후
에 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 ․

정서  문제를 방하고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악화, 의료
비 증가, 사회  비용을 일 수 있다는 . 셋째, 본인 
외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친지의 부양부담을 일 
수 있다는 것. 넷째, 스스로 노후문제에 해 인식함으로
써 본인에게 맞는 노후 계획과 비를 할 수 있다는  

등이다.
노후 비 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창제(2008)에 따르면, 경제  노후 비가  

안된  고령자의 비율은 25.6%이며, 남성, 교육수 , 
결혼상태, 경제활동, 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역, 
반  생활여건이 경제  노후 비에 정 으로 향

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11]. 
김수 (2009)은 30 -50  성인들은 노후 비의 필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노후에 한 비차원에서 

노후생활자  설계와 비에 한 교육  상담 의사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 다[12]. 
경제  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해서는 “30 부터

가 좋다”고 보고한 연구가 부분으로 노후 비는 30
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 인 경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13,14]. 

노후 비에 한 인식정도는 학력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여 교육수 이 높을수록 경제  노후 비 가능성과 사

 경제  노후 비 선택 가능성, 그리고 부수  경제  

노후 비 가능성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

[15].  학력이 높을 경우 빈곤 확률이 통계 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여 노후 비에 극 이라고 하 다[16].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처럼 노후 비는 

30 부터 노후 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며, 노후
의 경제  불안정, 건강문제 등을 방하기 해서는 미
리 미리 노후 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2.2 노후준비 유형

노후불안은 신체  건강이나 경제에 한 불안 뿐 아

니라 심리 이고 사회 인 힘의 상실에 한 차원을 포

함하는 복합 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4가지 차원(신체 , 
심리 , 사회 , 월 성  차원)과 3가지 유형(노후과
정에 한 두려움, 개인  편견에서 비롯되는 노인이 되

는 것에 한 두려움, 타인에 한 지각을 포함한 구체
인 두려움)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17]. 
따라서 이들 노후불안에 비하는 노후 비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체  노후 비, 경제  노후 비, 정서  노후 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  노후 비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노후 비에 한 선행연구에서 노후 책을 세울 때 건강

문제는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고 하 다[12]. 이러한 
성공  노후 비를 한 요소  건강은 가장 요한 요

소로 알려져 있다. 
이소정(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이었으며, 건강한 노후를 한 
신체  비의 구체 인 방법으로는 운동, 식생활 리, 
연, 주, 건강보조식품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하 다

[18].
강 숙(2005)의 연구에서는 노후 생활에서 상되는 

문제로 건강, 경제력 상실을 들었는데 건강에 해 큰 걱
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상시 건강을 한 비는 다소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체  건강을 해 외식

을 이고 체 을 조 하고 과음, 흡연을 이거나 삼가
며 꾸 한 건강 리에 힘쓰고, 평소에 양가 있는 음식
을 선별하여 섭취하고 있어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지 않

는 소극 인 건강 비를 하고 있었으며, 취업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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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부의 건강 리에 있어 취업여성이 사회활동으로 인

한 과음과 흡연율이 많아 업주부보다 건강 리에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둘째, 경제  노후 비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박창제(2008)는 노후 비에 한 필요성은 인생주기(life 
cycle)에서 후기로 갈수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축소되
는 시기에 확 된다고 하며, 특히 소득이 감소되는 시기
나 은퇴기에 노후 소득에 한 비는 큰 과제이며 불확

실한 미래의 노후를 한 재무  비(financial 
preparation)는 구에게나 요하다고 하 다[11]. 
이신 (2009)은 개인이 노후생활에 한 경제  비

를 갖추지 못한다면 노후의 생활수 은 ․장년기에 비

해 더욱 낮아지고 심지어는 빈곤층으로 락되어 국가의 

부담을 과 시키게 된다고 하 다[15]. 따라서 노후에 
충분한 소득  노후 비자 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 , 
사회  차원에서 매우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 성말순(2004)은 노후의 소득수 은 인간의 기본

인 생계문제, 양상태, 건강, 사회활동, 여가활동 유
지, 품  유지 등과 한 계를 갖고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노인들이 안정 인 수입원을 확

보하고 있을 경우 자립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한 자부심으로 인한 정  효과로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 다[14].
셋째, 정서  노후 비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인간이 노화를 자각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개 50세
를 후하여 자신이 쇠퇴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60
세가 넘으면서 자신의 노화를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노년기가 되면서 신체  체력 감소와 질병이 증가하

고 기억력, 단력 등 인지기능이 하되며, 직업 은퇴로 
사회  인간 계망이 좁아지고, 자녀들의 독립으로 외로
움이 더해지는가 하면, 배우자나 동료와의 사별, 는 자
식, 친지와의 사별 등을 통해 공허감과 허탈감으로 심리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정서  노후 비에 해서는 노후에 심리  안정감으

로 취미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하 다

[12,18]. 노년기 심리  불안을 탈피하기 해 년기 때

부터 사회  계망에 있는 직장동료, 가족, 친지, 친구
들과의 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바람직한 취미, 여가, 
사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과 스트 스를 해소하고 일과 

교육시간을 하게 분배하여 생활에 활력을 얻고 시간

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20,21].

2.3 삶의 만족도

최근 삶의 만족도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심리학, 
의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리  안녕감(psychology well-being), 주  안

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
지거나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3].
고 (2008)은 행복한 삶에 한 만족정도인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행복감, 노년기의 응 등 여러 개
념들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고 하 다. 한 행복한 삶
을 살고 있는지에 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객  

는 주 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의 

개념정의 역시 학자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 하 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반 인 생활에 

해 갖는 주 이고 개인 인 만족감 혹은 생활에 한 

기 와 실 인 합치에서 오는 만족감으로서, 물질 이

든 정신 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 달성에 한 개인

의 주 인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 다[24].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한 여러 개

념정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생활만족도의 개념과 유사개념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일

상생활과 련 있는 내용  심리 인 분야인 불안감, 걱
정거리, 우울감, 패배감이 없는 상태나 주변인들과의 
계 즉 형제, 친척, 친구들과의 계에서의 만족감, 한 

자신의 외모나 활력상태, 활동상태 등 주 인 만족감 

등 종합 인 여러 에서의 만족도를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2.4 노후준비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 선

행연구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노후 비가 삶의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명숙(2005)은 삶의 
만족도는 각자의 삶에 있어 심의 이 되는 역들

에 한 만족감으로 수렴되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하 다[25].
박선희(2010)의 노후 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 연구결과에서 노후 비계획이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26], 이희종(2008)은 
노후 소득 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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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개인소득 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27]. 
서울 수도권지역 40  이상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 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8]. 
조선호(2010)는 남성노인의 노후 비도와 노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정신건강이 노후 비도에 가

장 큰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며[29], 임경
자(2002)는 년층의 노후 비가 년기 기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30].
임귀숙(2007)은 사무직 종사자를 상으로 실증 분석

을 통해 노후생활 비수 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여가활동이나 정기 인 건강검진, 규칙
인 운동 등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하 다[31].
외국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사회  역할의 상실과 정신

 고독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년기에 사회  계는 노

인으로 하여  소속감과 사회  지지를 확보하게 끔 하

여 정서  제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 다. 
한 사회  계는 노인의 생활과 행동수행에 지침

을 제공하여 노인의 정감과 행동에 선명한 목 의식을 

주고 삶의 스트 스에 해서도 완충내지 경감작용을 하

며 결국 노후를 건강한 삶으로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고 하 다[32-34].
이와 같이 노후 비가 잘되어 있는 경우, 즉 노후 비 

수 이나 계획이 잘되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후 비가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장년층의 노후 비

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장년층을 상으로 년기의 노후 비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

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연구목 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장년층의 노후 비는 정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장년층의 노후 비는 경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장년층의 노후 비는 신체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장년층의 노후 비는 사회 계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하여 [Fig.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연구의 조사 상자는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

주하는 장년층을 상으로 하 다. 설문지 구성은 노
인 련 문가, 노인복지기  문지도자에게 설문내용

에 해서 1차 자문을 받았으며, 참조한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도록 

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 설문

지를 구성하 다. 
조사방법은 직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 결과 총 500부를 배포하여, 450부의 설
문지를 회수하 고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

하지 않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442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3 측정방법 

노후 비도는 강유진(2005), 김주성(2010)의 연구에
서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신체  비, 경제  비, 
정서  비 요인 등 총 21문항으로 측정하 다[20,33]. 
본 연구에서 문항에 한 응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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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 1”부터 “매우 그 다 = 5”에까지 5  척도

로 환산하 고, 각 문항의 수를 더하여 노후 비도를 

측정하 다. 
삶의 만족도는 김수 (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를 참조하여 신체상태와 기능, 인 계, 경제생활, 정서
 요인 등 총 14문항으로 측정하 다[34]. 본 연구에서 
문항에 한 응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 지 않다 = 1”부
터 “매우 그 다 = 5”에까지 5  척도로 환산하 고, 각 
문항의 수를 더하여 삶에 한 반 인 만족감을 측

정하 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차는 기 통계분석, 설문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가설검증 순으로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아래

와 같은 차와 분석방법에 의해 처리 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평

균, 빈도, 표 편차, 백분율을 이용하 다.
둘째, 본 조사에서는 설문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계수와, Varimax 회 방식

에 의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각 요인에 한 향력을 

분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분석결과

4.1 조사 표본 

분석에 사용된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의 특성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

이 38.91%, 여성이 61.09%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5세 
미만이 20.36%, 46 ~ 50세 미만이 28.05%, 51세 이상이 
51.58%로 나타났다. 학력은 졸이 45.77%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고졸 30.21%, 학원 이상이 18.99%, 
졸이 5.03%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체 조사 상자  78%로 나타

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미혼 17.46%, 이혼  사
별이 4.54%로 나타났다. 종교 상태는 기독교가 체 조
사 상자  38.36%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무교 29.91%, 불교 14.61%, 천주교 13.70%, 기타 
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172 38.91 

Female 270 61.09 

Age

under 45 90 20.36 

46 - 50 124 28.05 

more than 51 228 51.58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2 5.03 

High school graduate 132 30.21 

University graduate 200 45.77 

More than Graduate School 83 18.99 

Marital
 Status

Single 77 17.46 

married 344 78.00 

Divorce/Widowed 20 4.54 

Religion

Christianity 168 38.36 

Catholic 60 13.70 

Buddhism 64 14.61 

Not Religious 131 29.91 

Etc 15 3.42 

Job

Office 90 20.83 

Technician 61 14.12 

Sale/Business owners 65 15.05 

Operation/Professions 69 15.97 

Unemployment/Etc 147 34.03 

Household
Income

under 250 159 43.44 

251-400 93 25.41 

more than 401 114 31.15 

Children

none 87 19.73 

1 person 55 12.47 

2 person 244 55.33 

more than 3 55 12.47 

직업은 무직  기타가 체 조사 상자  34.03%
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무직 20.83%, 경
  문직 15.97%, 매  자 업 15.05%, 기술직
이 14.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250만원 이
하가 4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01만원 이상
이 31.15%, 251~400만원이 25.41%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에는 2명이 55.33%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19.73%이며, 자녀가 1명인 경
우와 3명 이상인 경우가 각각 12.47%로 나타났다.

4.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가설의 명확한 검증을 해서 척도가 제 로 구

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한 척도의 타당도 분석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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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actor1 Factor2 Factor3 

It has always been involved in meetings in order to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0.760 0.139 0.140 

Meeting with friends there and always involved. 0.726 0.138 0.052 

Retirement pl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0.714 0.168 0.095 

Leisure and hobby plans to participate actively. 0.697 0.198 0.132 

There is always a relative who can speak your mind openly. 0.686 0.046 0.081 

Try to avoid stress to accumulate for a comfortable life as a psychological and emotional. 0.645 0.050 0.350 

It has joined the Bank Savings / savings / insurance for retirement. 0.118 0.806 0.066 

The economic ready to prepare a retirement. 0.145 0.805 0.142 

I think a pension is insufficient to separate joined private pension products (private pension trust / 
private annuity / personal pension investment trusts, etc.).

0.124 0.760 0.057 

For retirement profitability and higher real estate investments. 0.134 0.626 0.089 

Strive for a weight management. 0.172 0.054 0.870 

The exercise for health. 0.206 0.136 0.856 

Regularly subjected to health checks. 0.115 0.390 0.448 

Eigen Value 3.139 2.550 1.904 

% of Variance 24.148 19.617 14.648 

Cumulative  % 24.148 43.765 58.412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도 분석이 필요하다. 
타당도 분석은 각각의 변수들에 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신뢰도 분석은 가장 많이 쓰이는 내 일

성 검증의 Cronbach'α 계수로 확인하 다. 요인분석은 
Kaiser 규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 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고유치 1.0이상, 요인 재량 0.5
이상을 기 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 다.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계수의 값이 0.6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단하 다.

4.2.1 노후준비 요인분석

노후 비 변수들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
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

이 0.4 이상인 변수 13개를 추출하 다. 
이 13개 변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Scree test와 Eigen

값 1.0이상인 요인과 각 문항의 요인 재치(factor 
loading)를 바탕으로 3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다. 노후
비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문항들이 총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을 정서  노후 비, 요인 2를 경제
 노후 비, 요인 3을 신체  노후 비라 명명하 다. 
설명된 총 분산은 58.41%로 나타났다.

4.2.2 삶의 만족도 요인분석

삶의 만족도 변수들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

량이 0.4 이상인 변수 14개를 추출하 다. 이 14개 변수
를 요인분석한 결과 Scree test와 Eigen값 1.0이상인 요
인과 각 문항의 요인 재치(factor loading)를 바탕으로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다.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각 문항들이 총 4개의 요인으로 구
분되며, 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요인 1을 경제  만족, 
요인 2를 정서  만족, 요인 3을 신체  만족, 요인 4를 
사회 계  만족이라 명명하 다. 설명된 총 분산은 
74.8%로 나타났다.

4.2.3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될 변수들과 선택된 문항의 신뢰

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내 일치성(internal 
consistency)을 가지는가를 악하기 하여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 분석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

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반드
시 몇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 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Achenbach(1991)가 제시한 신뢰수
을 기 으로 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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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ving expenses? 0.881 -0.133 0.154 0.11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pocket money? 0.873 -0.169 0.156 0.151 

Are you satisfied with gross monthly income for the family? 0.808 -0.133 0.175 0.242 

Are you satisfied about your retirement readiness? 0.770 -0.240 0.250 0.114 

How many worries these days? -0.172 0.853 -0.093 -0.078 

Do you feel depressed lately? -0.141 0.841 -0.110 -0.188 

Do you feel anxious these days? -0.118 0.808 -0.141 -0.030 

Do you feel defeated easily these days? -0.179 0.789 -0.079 -0.221 

Are you satisfied with the state of today vigor(strength, stamina, strength)? 0.200 -0.167 0.826 0.142 

Are you satisfied with nowadays active(walking, climbing stairs, riding a bus, sitting)? 0.131 -0.088 0.817 0.176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ook for these days? 0.274 -0.115 0.755 0.144 

Are you satisfied with the friendship? 0.201 -0.115 0.107 0.860 

Are you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round you? 0.208 -0.199 0.101 0.842 

Are you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brothers or relatives? 0.089 -0.128 0.336 0.676 

Eigen Value 3.102 2.951 2.243 2.176 

% of Variance 22.158 21.076 16.022 15.544 

Cumulative  % 22.158 43.234 59.256 74.800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일반 으로 신뢰도 계수가 0.7이상이면 높은 신뢰성
을 얻게 되고, 0.6이상일 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한 신뢰도를 살펴보

면 아래 Table 4와 같이 모두 0.6이상으로 계측되었다. 
각 변수들의 신뢰도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나서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Reliability verification

Division Cronbach'α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824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770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684

   Economic Satisfaction .907

   Emotional Satisfaction .875

   Physical Satisfaction .811

   Soci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794

4.3 가설검증

노후 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은 노후 비에 

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인과 계를 확인하 다.
회귀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사가 필요하다. 다 공

선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Tolerance(모수추정치에 
한 허용도)와 VIF(분산팽창지수)가 있다. 
Tolerance 값이 0.1 미만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

면 다 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한다. Tolerance
값과 VIF값을 이용하여 두 요인의 다 공선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다 공선성은 심각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1 노후준비가 정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5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  특

성이 정서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설계되었으며,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 비도가 정서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무직보다는 기술/노무직(b=-.379, 

p<.05)이 정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즉 기술/노무직보다는 무직인 경우에 정서  만족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정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

업(b=-.357, p<.05), 정서  노후 비(b=.149, p<.01), 경
제  노후 비(b=.165, p<.01)가 정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즉 기술/노무직보다는 무직인 경우
에 정서  노후 비와 경제  노후 비가 잘되어있을수

록 정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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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b t b t
(constant) 0.470 0.922 0.021 0.041 

Gender 0.018 0.139 0.069 0.554 
Age -0.013 -1.688 -0.010 -1.313 

Level of education 0.034 0.439 0.107 1.352 
Marital Status(married) 0.110 0.479 0.185 0.820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048 0.138 0.112 0.328 
Religion(Not Religious) -0.209 -1.801 -0.170 -1.482 

Job(Office) 0.095 0.585 0.080 0.504 
Job(Tec./Labor) -0.379*  -2.110 -0.357* -2.024 
Job(Sale/Owner) 0.171 0.984 0.161 0.948 
Job(Oper./Porf.) 0.188 1.072 0.136 0.786 

Household Income 0.001 1.012 0.001 0.475 
Children 0.027 0.306 0.003 0.029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149** 2.832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165** 2.969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047 0.887 

F 1.744*** 2.590*** 
　R2 0.058 0.104 

Adj R2　 0.025 0.064 
　R Square Change 0.045*** 

* Emotional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Reverse cording
*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p<.05 **p<.01 ***p<.001

Table 5.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Emotional Satisfaction

4.3.2 노후준비가 신체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6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  특

성이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설계되었으며,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 비도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신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

미한 변수는 없었다. 2단계에서 신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b=.147, p<.05), 기술/노무직(b=.379, 
p<.01), 정서  노후 비(b=.221, p<.001), 신체  노후

비(b=.417, p<.001)가 신체  만족도에 정 인 향

을 미쳤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무직보다는 기술/노무직
인 경우에 그리고 정서  노후 비와 신체  노후 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3.3 노후준비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7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  특

성이 경제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설계되었다.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 비도가 경제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경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는 학력(b=.237, p<.01), 가계소득(b=001, p<.01)으로 나
타났다. 2단계에서 경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는 가계소득(b=001, p<.05), 정서  노후 비(b=.162, 
p<.001), 경제  노후 비(b=.402, p<.001)가 경제  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  노후 비와 

경제  노후 비가 잘되어있을수록 경제  만족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노후준비가 사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8의 모형 1단계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  특

성이 사회 계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설계되었으며, 2단계는 통제변수와 노후 비도가 사회

계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해 설계되었다. 
모형 1단계에서 성별(b=.332, p<.05)이 사회 계 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에 사회 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계에서 사회 계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b=.246, p<.05), 정서  노후 비(b=.512, p<.001)가 사
회 계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즉 남성보다
는 여성인 경우에 정서  노후 비가 잘되어있을수록 사

회 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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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Physical satisfaction b t b t

(constant) (1.087) (2.141) (0.304) (0.654)
Gender 0.024 0.186 (0.029) (0.255)

Age 0.003 0.419 (0.006) (0.893)
Level of education 0.238 3.046 0.147* 2.066 

Marital Status(married) (0.241) (1.053) (0.232) (1.142)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026) (0.074) 0.054 0.173 

Religion(Not Religious) 0.116 1.001 0.032 0.309 
Job(Office) 0.162 0.999 0.176 1.228 

Job(Tec./Labor) 0.299 1.670 0.379** 2.386 
Job(Sale/Owner) 0.148 0.857 0.141 0.917 
Job(Oper./Porf.) 0.293 1.673 0.168 1.077 

Household Income 0.001 0.394 0.001 0.122
Children 0.060 0.678 0.097 1.229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221*** 4.667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006 0.121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417*** 8.719 
F 1.882*** 8.336*** 
　R2 0.062 0.271 

Adj R2
　 0.029 0.239 

　R2
　 Change 0.209***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p<.05 **p<.01 ***p<.001

Table 6.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Physical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b t b t
(constant) -0.808  -1.637  -0.029  -0.063  

Gender -0.120 -0.972 -0.208 -1.846 
Age 0.005 0.665 0.000 -0.010 

Level of education 0.237**. 3.109 0.115 1.618 
Marital Status(married) 0.291 1.310 0.115 0.566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086 -0.255 0.013 0.043 
Religion(Not Religious) -0.054 -0.478 -0.112 -1.084 

Job(Office) 0.099 0.628 0.105 0.730 
Job(Tec./Labor) 0.047 0.268 0.054 0.338 
Job(Sale/Owner) 0.050 0.294 0.088 0.572 
Job(Oper./Porf.) 0.239 1.404 0.181 1.163 

Household Income 0.001**. 2.727 0.001* 1.762 
Children -0.103 -1.202 -0.044 -0.563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162*** 3.440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402*** 8.033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007 -0.139 
F 4.020 8.852 
　R2 0.125 0.283 

Adj R2　 0.094 0.251 
　R2
　 Change 0.159***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p<.05 **p<.01 ***p<.001

Table 7.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Economic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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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b t b t
(constant) -0.043  -0.083  0.340  0.727  

Gender 0.332* 2.546 0.246* 2.165 
Age -0.006 -0.763 -0.004 -0.572 

Level of education -0.025 -0.306 -0.133 -1.854 
Marital Status(married) -0.157 -0.667 -0.191 -0.934 

Marital Status(Divorce/Widowed) -0.357 -0.995 -0.229 -0.738 
Religion(Not Religious) 0.101 0.844 0.040 0.387 

Job(Office) -0.036 -0.218 0.057 0.396 
Job(Tec./Labor) -0.040 -0.216 0.054 0.338 
Job(Sale/Owner) -0.120 -0.675 -0.168 -1.086 
Job(Oper./Porf.) 0.200 1.110 0.068 0.434 

Household Income 0.000 0.304 0.000 -0.107 
Children -0.018 -0.200 -0.006 -0.078 

Emotional Preparations for Aging 　 　 0.512*** 10.752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0.004 0.081 

Physical Preparations for Aging 　 　 0.042 0.868 
F 1.523 9.367 
　R2 0.051 0.295 

Adj R2　 0.018 0.263 
　R2
　 Change 0.244*** 

*Standard : Gender(M), Marital Status(single), Religion(Y), Job(Unemployment)
*p<.05 **p<.01 ***p<.001

Table 8. Retirement preparation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5. 결 론

본 연구는 장년층을 상으로 장년기의 노후 비

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

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 다. 선행연구와 이론  

고찰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 으며, 가설검증을 해서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년층 442명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에 따른 
함의와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구나 은퇴이후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심을 기울인다. 노
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연구는 

개인별 삶의 형태나 주요 심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컨 , 노년기 심분
야로는 건강분야, 재무분야, 계분야, 여가분야, 근로분
야, 교육이나 사분야, 손자녀 육아분야 등으로 매우 다
양하다. 이들 여러 분야 에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 노후
비 변인들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로 확인된 분

야는 정서  분야, 신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계 

분야 등 4가지 분야이다. 즉 이들 4가지 분야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만 있다면 노년기는 행복하다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노후 비 분야도 개개인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의 연구결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 변인들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로 확인된 노후 비 분야는 

신체  비, 경제  비, 정서  비 등 3가지 분야이
다. 즉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해서는 이들 3가지 분
야에 한 노후 비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셋째, 연구결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 증진을 해 공통

으로 반드시 필요한 노후 비분야는 ‘정서  노후 비’
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상실로 인한 고독감이나 우울감
의 증 , 자존감 하락 등 정서  문제가 노년기에 나타날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으로, 생애 환기별 

노후 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년기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를 한다면 무 늦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비에 한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장년층에 

한 교육이 우선 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 노후 비 교육은 종합 인 에서 

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일반 으로 요하게 여기

는 경제  노후 비뿐만 아니라, 건강에 한 신체  노

후 비나 노후의 고독감, 자존감 상실, 우울 등을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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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정서  노후 비 등 종합 인 으로 

근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그리고 노후 비에 한 상담이나 교육에 필

요한 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후 비는 다

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문분야라 할 수 있다.  

상황에 한 진단, 향후 측되는 문제발견, 이에 한 
한 응방안 등을 찾아낼 수 있는 문가 양성이 정

책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끝으로 생애 환기별  국민을 상으로 노

년기의 요성과 노후 비를 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

기 해 학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기 의 교육 로그

램, 종교단체나 지자체 운 의 각종 강좌 로그램에 노

후 비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기  인

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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