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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 긍정심리자본 및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retirees and prospective retire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lationship to successful aging

이상주*, 김정훈**, 제갈선아***

Lee, Sang Joo*, Kim, Joung Hoon**, Jegal, Sun A*** 

요 약 본 연구는 은퇴자와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긍정심리자본 및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은퇴

자와 예비은퇴자 예비은퇴자들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고, 긍정심리자본을 증가시켜 바람직한 노후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적 관계분석으로 전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은퇴자와 예비은퇴

자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20.0과

AMOS 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관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부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은퇴준비도는 긍정심리자본의 탄력성, 자기효능감은 매개로 성공적 노화의 자

아수용, 자율적 삶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긍정적인 심리요인은 은퇴준비 불

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긍정심리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주요어 :  은퇴자, 예비은퇴자, 은퇴준비, 긍정심리자본, 성공적노화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prepar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uccessful aging for retirees and retirees, promotes successful aging of retirees and retirees, and increas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increase desirable retirement time. I want to find a direction I can hav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537 retirees and retirees who were preparing for retirement or retired from across the 
country as a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1 to April 20, 2019. 
As for the dat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0.0 and AMOS 9.0. As a result of the study, retirement preparation of retirees and retiree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successful aging, and retirement readi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acceptance of 
successful aging and autonomous life as mediators of resili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elf-efficacy. This means that the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ve a positive 
effect on retirees and retirees who are struggling with anxiety about retirement preparations, enabling a 
successful retirement life. Therefore, when operating a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a program that can exp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ey 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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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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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많은 변동을 가져오고 있

는데 그 중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

달은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산업화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한 저출산은 인구의

고령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1].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자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55세 정년은

퇴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노후를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중장년기

에 장기적인 은퇴 준비 계획과 경제적, 육체적, 사회·심

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세,

즉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2].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철저한 노후 준비

가 요구되며 단순히 수명 연장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욕구, 즉 잘 늙어가기 위하여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화가 발생되는

시기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Rowe와

Kahn(1999)은 성공적 노화를 질병과 장애가 없고 인지

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가 사회학, 심리학, 의학, 교육학 등의 다

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심리적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내적 자원으로 자아존중

감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3].

이러한 연구결과는 은퇴자와 예비은퇴자가 가진 특

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데, 중장년은 사회와 가

족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로 다른 연

령대에 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더 크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의 건강상태는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4], 인지기능의 상실은 낮은 자아존

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

지를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성공적 노화

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경로가 다양하고 변인들 간 인과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6].

지금까지의 연구는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주로 경제적인 요소들만을 투입하여 성공적 노화와의

일 방향적인 관계를 검증하거나 [7][8], 변인 간의 관계

를 고찰하는 데 있어 단편적인 통계기법으로 설명력만

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 노화의 복합적인 이행과정을 설

명하기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9].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및 은퇴자와

예비은퇴자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공적 노화의 예

측요인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들 요인 간의 구

조적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배문조(2011)는 미리

중장년기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정된 노

후 생활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10]. 특히 노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년기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평균 49세에 주

된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은퇴하게 된다.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타인으로부터 받

게 되는 긍정적 마인드는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는 정홍인(2017)의 주장에 따라 성

공적 노화의 예측요인인 은퇴 준비도 영역은 긍정심리

자본을 매개로 할 때 성공적 노화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11].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은퇴 준

비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차

변인을 개인적 변인과 가족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기 분

석한 경우들이 많았다.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구조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퇴 준비도와 매개변인 그리

고 성공적 노화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

구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은퇴

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 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하고 긍정심리자본을 성공적 노화 요인

으로 추가 상정하여 성공적 노화와 은퇴 준비도 간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장년에게 성공

적 노화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향후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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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

도, 긍정심리자본 및 성공적 노화 정도를 확인하고, 이

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성

공적 노화를 도울 수 있고, 긍정심리자본 확충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노후준비, 긍정심리자본

및 성공적 노화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노후준비, 긍정심리자본

및 성공적 노화 정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은퇴자와 예비은퇴자 은퇴자와 예비 은

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긍정심리자본 및 성공적노

화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적관계 연구이다.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Figure 1.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은퇴자와 예비은퇴자들이다. 연

구의 목적이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향후 예비은퇴자를 연구에 포함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은퇴준비

은퇴준비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예심(2014)이 은

퇴기 근로자의 은퇴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를 기반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2]. 은퇴인식

4문항, 은퇴준비교육참여 수준 8문항으로 제시하였고,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탄력성의 네 가지 긍정적 행동 역량을

통합하는 상위 개념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독립

적으로 변별력을 가진 하위요소이면서 동시에 상호 연

결되어 통합적 상위개념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란(2019)의 연구를 예비은

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3].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는 설문은 총 20개 문항으로 자

기효능감 5문항, 희망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탄력성 5

문항으로 제시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성공적 노화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설

문은 김동배(2008)가 개발한 척도를 이향란(2013)이 수

정한 척도를 근거로 총 12개 문항으로 자율적 삶 3문

항, 자기완성 3문항, 자녀만족 2문항, 자기수용 2문항,

타인수용 2문항으로 제시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14].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9.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은퇴자와 예비은퇴자

의 은퇴준비, 긍정심리자본, 성공적 노화에 대해 상관관

계분석,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40.2%(216명), 여성이 59.8%(321명)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50대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24.0%),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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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54.9%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26.4%로

높게 나타났다.

2.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노후준비, 긍정심리자본,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

은퇴준비도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

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 각각과 r=.469(p<.05),

r=.509(p<.01), r=.337(p<.01), r=.378(p<.01)의 상관을 보

였다. 은퇴준비도는성공적노화의하위요인인자율적삶,

자기완성, 자녀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 각각과

r=.310(p<.05), r=.439(p<.01), r=.204(p<.01), r=.383(p<.01),

r=.271(p<.01)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은퇴준비도는 긍

정심리자본, 성공적 노화 각각과 r=.521(p<.01),

r=.431(p<.01), r=.413(p<.01)의 상관이 나타났다.

3. 은퇴자와 예비은퇴자 노후준비, 긍정심리자본, 성

공적 노화의 구조적관계

본 연구의 연구주제인 은퇴준비도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어떤 경로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산출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

여 분석결과, 모형적합도는 RMR=.041, RESMA=.095,

GFI=.934, TLI=.887, IFI=.935, CFI=.934 등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의 적합도 권장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이론변인들 간의 경로계

수와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은퇴준비도와는 성

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본 연구

의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퇴준비도와 성공

적 노화 간에는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준비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잠재변인

인 긍정심리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은

퇴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억제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은퇴준비도는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

지(t=7.970, p<.001)와 긍정심리자본(t=2.657, p<.001)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은퇴준비도는 매개변수의 영향을 인해 성공적

노화에는 부적 인과관계를 보이지만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성공

적 노화를 위해서는 은퇴준비도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

자본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

해주고 있다.

한편,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경로계수와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매개경로의 유의미성

은 대체로 Sobel검증과 Bootstrap을 활용하지만 검증의

민감도는 Bootstrap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Bootstrap검증을 통해 분

석한 결과, 수정된 최종모형의 모든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은퇴준비도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효과(-.299)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한 간접효과

(.89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가 긍정

심리자본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지를 검증

하였다.

첫째, 은퇴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도 높아지

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N %
gender male 216 40.2

female 321 59.8

age

Under 40 39 7.3
40s 129 24.0
50s 295 54.9
60s 46 8.6

Over 60 28 5.2
Final 

educati
on

Under high school 100 18.6
University graduate 295 549

Graduate school or higher 14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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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으로 구성된 긍

정심리자본은 행복,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5][16][17][18]. 뿐만 아니라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몰입, 창의성, 직무태도, 조직성과 등과 같은 변인들과

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19][20][21]. 이것은

최은영, 최혜경(2015)의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낮고,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 한

다 [22]. 은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은 긍정심리자본의 자

기효능감 등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예측도 증가되어 자기수용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

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인식을 사전에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은퇴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도 높아지

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자율적 삶은 낮아진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효

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 안녕

감,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에 정적 영향을, 스트레

스, 이직의도, 조직일탈 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23][21]. 직장인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

만족, 주관적 안녕감, 행복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 된 것처럼 긍정심리자본은 부정적인

정서와는 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와는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은

퇴를 준비 중인 신중년에 대한 이한석, 이영균(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은퇴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긍정심리자본이 증가하고 재취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결과를 같이한다[24]. 연구 결과에서는 자

율적 삶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율적

인 삶을 추구하기에는 일을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Khaliquzzaman &

Abdlukarim(2016)의 대학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직업만족도가 긍정심리자본과 직업성과를 중재하

는 것과 같이 은퇴자와 예비은퇴자 은퇴준비자들은 자

율적인 삶보다는 일과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3].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가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관계를 확

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수용 가능한 모형

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

도, 긍정심리자본 그리고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은퇴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도 높아지

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에 긍정

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탄력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적 노화

정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와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나 노후 프로그램을 진

행할 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

예술교육이나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퇴자

나 예비은퇴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그램 중에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향후 은퇴하는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진

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퇴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도 높아지

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자율적 삶은 낮아진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는 상반되게 긍정심리자

본이 높을수록 자율적 삶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자율

적 삶이란 사회관계 속에서 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삶의 경로가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은

퇴는 사회적 유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지

금까지 살아 온 방식과는 다르게 시간적 자유 향유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을 구조화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은퇴자와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서 여성에 비해 남성은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려

움을 느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프로그램(한

식요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노후에도 독립적인 생

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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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통해 후속연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와 예비은퇴자의 은퇴준비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해와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퇴자나 예비

은퇴자의 은퇴준비도를 은퇴인식이나 은퇴준비교육으

로 양적 설문지 안에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 연구를 통해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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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1.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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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Preparation for retire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ccessful aging

retirement
recognition

Preparation
for retirement
educ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optimism Autonomous
life Self accept

1 1 .301*** .311*** .428*** 0.033 .250*** .334***

2 1 .347*** .393*** 0.031
.193
**

.321***

3 1 .556*** 0.049 .378*** .439***

4 1
.106
*

.386*** .608***

5 1 0.074 .108*

6 1 .386***

7 1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Table 2. Path coefficient and fitness of the research model

Division
Research model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diviation

standardization
Coefficient C.R(t)

Preparation for
retiremen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57 .135 .269 2.65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Successful aging .701 .126 .703 5.544***

Preparation for
retirement → Successful aging -.384 .140 -.290 -2.736**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진단

Table 3. Diagnosis of fitness of research model

Division Chi-square RMSEA GFI TLI CFI NFI PGFI
standard .05 less .8 less .8 more .9 more .9 more .9 more .5 more
Analysis 123.455(***) .095 .934 .887 .934 .922 .545

표 4.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결과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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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p standardization
Coefficient

p standardization
Coefficient

p

Preparation for
retiremen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686* 010 .269 .068 .417* .010

Preparation for
retirement

→ Successful aging .579* 010 -.290* .010 .869* .010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Successful aging .703* 010 .703* .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