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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노인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노후준비가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노

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을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로 구성하여 이

를 다중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과 삶의 만

족도 간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가설

가설 
1

1-1
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2-1
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4-1
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2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3
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노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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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늘어난 노후에 대한 준비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을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사회

적 노후준비로 구성하여 이를 다중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3차 및 5차 부가조사 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의 노인 4,058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노후준

비의 하위 유형 중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매개

를 통해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달성하는 데 중요

한 변수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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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노후준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영향 

        (N=4,058)

구분 B SE β t VIF

상수 2.366 .225 -
10.517**

*
-

성별 - .001 .023 .000 -.001 1.229

연령 -.004 .002 -.042 -2.489* 1.143

배우자 .653 .176 .059 3.710*** 1.009

교육수준 .018 .003 .129 7.081*** 1.349

신체적 노후준비 .014 .012 .021 1.134 1.392

경제적 노후준비 .017 .014 .022 1.183 1.455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074 .014 .106 5.293*** 1.622

Adjusted = .150     F(7, 3844) = 12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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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N=4,058)

구분 B SE β t VIF

상수 -.269 .349 - -.772 -

성별  .094 .035 .039 2.667 1.229

연령 .005 .003 .028 1.973* 1.145

배우자 .214 .270 .011 .795 1.013

교육수준 .027 .004 .104 6.674*** 1.367

신체적 노후준비 .058 .018 .050 3.171** 1.392

경제적 노후준비 -.122 .022 -.090 -5.560*** 1.456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093 .022 .073 4.301*** 1.634

사회적 지지 .922 .025 .512 37.348*** 1.054

Adjusted = .313     F(8, 3843) = 2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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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N=4,058)

Effect 
Path

간접
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Sobel
Test

   
→  

 →  
.013 .012 -.011 .038 1.133

   
→   
 →  

.016 .016 -.013 .049 1.182

   
→  

 →  
.068 .013 .043 .095

5.239
***

  : 신체적 노후준비,   : 경제적 노후준비,   :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 사회적 지지,   : 삶의 만족도
 *p <.05, **p <.01, ***p <.001 

Ⅳ. 연구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이 모두 

직접 영향을 미쳤지만,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미쳤기 때문에 세 가지 노후준비 유형 중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준비의 각각의 유형이 모두 중요하지

만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우선순위(priority)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후준비라고 하면 으레 경제적 노후

준비에 치중되었다[1,2,3].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

서·사회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검증된 만큼 현재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공

단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본 연구 주제를 목적으

로 조사된 자료가 아니므로 폭 넓은 변수를 제공해 주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만을 제시하

였다[4,5]. 그러나 본 연구는 노후준비와 관련된 기존 연

구와는 차별되게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노인

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좀 더 풍부한 토대

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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