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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first wave of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beta version,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adjustment by elapsed time from retiree’s retirement through Binary Logit and Multinomial Logit
Analysis. Participants were 1,780 retire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retiree’s
education(–), health status(–), region(+), dwelling type(–), monthly household income(–), employment type before
retirement(+), retirement reason(+), and the elapsed time from retirement(–) were affected whether they satisfied
with pre-retirement or not. Second, The gender(–), age(–), and the region(+) were affected whether they satisfied
with life after retirement or not. Third, The gender(–), age(–), education(+), heath status(+), dwelling type(+),
monthly household income(+), retirement reason(–), and the elapsed time from retirement(+) were affected on their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compared to pre-retirement. Last, The different factors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by elapsed time from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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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 업자 등의 비임금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의 대부

분은 정년제라는 강제퇴직(mandatory retirement)제도로

인하여일정시기에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다. 2006년

노동부의‘고령자 고용현황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76%가, 특히 대기업의 경우 97%가‘정년퇴직제도’

를운 하고있으며평균정년연령이 56.9세이다. 노동시장

의구조적인모순, 그리고중·고령자에대한연령차별과고

용기피등의사유로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이들이퇴

직후곧바로재취업하기어렵다는사실(노동부, 2006)을고

려한다면, 적지않은수의중·고령자들이정년퇴직이후노

동시장에서더이상소득활동을하지않는완전은퇴상태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 은퇴자들의

최종은퇴연령이68.2세이고(OECD, 2004), 55세~65세미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4.9%로 OECD가입 국가 중 일

본(83.8%), 스웨덴(76.2%), 스위스(77.1%)와함께높은수준

(OECD DB, 2006)이라는사실을고려해보면, 생애주된일

자리에서 정년퇴직한 후 가교일자리(bridge-jobs)를 거쳐

완전은퇴에이르는이들도상당할것으로짐작된다. 퇴직후

가교일자리를 거쳐 완전은퇴에 이르는 점진적 은퇴에 대해

분석한최근연구결과(신동균, 2009)에따르면, 생애주된일

자리를퇴직한후바로완전은퇴에이르는중·고령자의비

율과주된일자리퇴직후가교일자리를경험한후완전은퇴

에이르는중·고령자의비율은연령에따라매우상이하다.

예컨대 65세 이상자 연령그룹에서는 퇴직 후 가교일자리를

갖는비율이 51%로퇴직후바로완전은퇴상태로전화되는

비율(49%)과크게차이나지않으나, 50세이상자연령그룹

을 분석했을 경우, 퇴직 후 가교일자리를 갖는 비율이 60%

이상1)으로높아진다. 이는노동시장에서물러나완전은퇴상

태에이르는시기와과정이낮은연령으로올수록개인의인

구학적특성과근로및생애경험에따라매우다양해지고있

음을의미한다. 이처럼은퇴에이르는과정이은퇴자특성에

따라 이질적이라면, 은퇴 전 근로생애 전반에 걸친 생애 경

험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퇴 이후의 생활은 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할 것이며 은퇴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은퇴과정 뿐만 아니라

은퇴후경과기간에따라서도은퇴자들은서로다른특성을

갖는다. 예컨대어떤은퇴자들은은퇴직후행복함을느끼다

가 시간이 지날수록 역할 상실에 대한 우울감을 느끼는 반

면, 어떤 이들은 은퇴 직후 역할상실감에 빠졌다가 시간이

경과될수록은퇴생활에만족스럽게적응하는은퇴자들이있

기도 하다. 즉 은퇴생활적응의 정도와 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은퇴 후 시간경과와 접하게 관련되며(Atchley,

1976), 은퇴생활적응에이르는과정과단계도개별은퇴자의

은퇴과정및개인특성에따라이질적일수있다.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나라 중·고령

자들의 은퇴가 인생 후반부에 경험하는‘사건(event)’이 아

닌근로생애를거쳐노동시장에서물러나는‘과정(process)’

이며, 개인에따라그과정이매우다양한것으로깊이있게

이해되어활발하게연구되고있는반면, 은퇴이후의시간과

경험에 대해서는 은퇴생활의 변화와 역동성을 가정하지 않

는하나의단일한기간으로간주되어연구되어왔다. 미국의

경우1960년대부터은퇴이후생활에대한다양한연구가이

어지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는 1980년대후반에들어서

은퇴이후의삶을살펴볼수있는연구들이시작되었으며은

퇴를생애‘위기(crisis)’로전제하고어떠한이들이그위기

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잘 적응하는가를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이루어왔다(김나연, 김성희, 정은하, 2007; 이가옥, 이

지 , 2005). 이는정년제가폐지된미국과는달리우리나라

는 강제퇴직제도로서의 정년제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

라외환위기이후급격히증가한명예퇴직과조기퇴직등이

증가하고, 은퇴에 대한 경제적 준비부족과 낮은 사회보장수

준으로인하여은퇴에대한접근이생애위기경험에집중된

것이다. 그러한이유로은퇴이후의생활에대한국내연구들

은 위기이론이나 스트레스이론에 기초하여 은퇴 후 자아정

체성의위기또는라이프스타일과일상의구조가급격히변

화되고 재구성되면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여왔고, 어떠한 요인들이 스트레스 경험정도나 위기

의 극복에 관련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한경혜,

2008). 무엇보다도이제까지의은퇴후생활적응에대한연

구는 은퇴 생활의 적응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제시하는데 그

치고 있으며(강지숙, 2008; 김나연 외, 2007; 이가옥 외,

2005), 은퇴자의이질성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다. 또다

양한근로생애의경험을갖는은퇴자들이평균수명2)의 연장

으로점차길어지고있는은퇴생활에어떻게적응하고있는

가를은퇴이전의삶의연장선상의과정으로접근한연구는

매우드물다. 근거이론적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3)

을 통하여 은퇴생활 및 적응에 대해 설명하는 소수의 연구

(강지숙, 2008; 김나연외, 2007; 이가옥외, 2005)가있기는

하나, 이들연구들은 10여명내외의은퇴자들을대상으로인

터뷰를한질적연구들로서, 이들연구만으로는다양한근로

생애경험과특성을갖는은퇴자들의은퇴후경험과적응과

정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는어렵다.

1) 고령자패널(KLoSA)자료를분석한결과61%, 노동패널(KLIPS)자료를분석한결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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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진국에서는은퇴과정이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

해나가는단계적인현상이라는Atchley(1976)의견해를기

초로하여시간흐름에따른은퇴생활의적응에관한실증연

구들(Bosse, Aldwin, Levenson, Spiro, & Mroczek, 1993;

Bosse, Aldwin, Levenson, & Workman-Daniels, 1991;

Conner, Dorfman, & Tompkins, 1985; Ekerdt, Bosse, &

Levkoff, 1985; Gall, Evan, & Howard, 1997; Knesek,

1992; Richardson & Kilty, 1991)이 수행되어 왔다.

Atchley(1976)가 제안한 은퇴과정의 7단계는 초기 제안 후

몇 차례 수정되기도 하 고, 은퇴에 대한 적응이 개인의 특

성과생애경험의복잡한관계의결과로진행되기때문에은

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Gall, Evan, & Howard, 1997; Stems & Gray, 1999)

을 받기도 하 으나, 은퇴 후 시간경과에 따른 은퇴생활의

적응양상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기본 틀에는 이견이 없

다. 그러나 이제까지 은퇴 후 삶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로서은퇴이후의삶을조명하고은

퇴자들이은퇴생활에어떠한양상으로적응해나아가는가를

체계적으로파악하지못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 과정으로서의 은퇴자들의 은퇴

적응을 시간경과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 서구의 연구에서

와같이우리나라은퇴자들이은퇴후경과기간에따라나타

나는 적응양상을 생애 근로경험과 개인의 특성의 다양성을

반 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은퇴생

활적응의중요한기준이될뿐만아니라변화의민감한지표

(indicator)로가정되어온(Atchley, 1976) 삶의만족도를중심

으로 하여 은퇴자 특성별 은퇴생활적응도를 비교하고, 은퇴

생활적응의 향요인을 분석하며, 은퇴생활적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은퇴 후 경과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

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이와같은분석을통하여본연구는

인구구성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른 시기의 완전 은

퇴로중·고령자의은퇴이후의삶이점차길어지고있는현

시점에서, 은퇴자의은퇴생활적응과은퇴후노년기삶에대

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1. 은퇴생활적응에 관한 이론

은퇴적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역할이론(role

theory), 단절이론(disengagement theory),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 생애주기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이다. 역할이론은 은퇴적응

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 Streib와 Schneider

(1971), 그리고 Blau(1973)의 연구에서 역할이론의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 이론에서는 직업역할이 자아정체

감의강력한원천이되기때문에은퇴로인한직업역할의상

실은은퇴자의삶에서주된혼란으로간주되며, 불만과불안

또는우울증을일으킨다고설명한다. 특히 Blau(1973)는 은

퇴가 일상적인 사회접촉의 기회를 감소시켜 사기를 저하시

키고동료와고객그리고여타의다른직업적인관계를해체

시킨다고 하 으며, 은퇴를‘역할퇴장’이라고 칭하고, 인생

후반기의 역할퇴장은 새로운 역할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전

생활에얼마나만족했는가와는상관없이고통과스트레스를

가져온다고 설명하 다. 이와 같은 역할이론은 개인의 고유

한정신적과정을고려하지않아내면의심리적인기능을평

가절하하며, 직업역할보다은퇴적응에더큰 향을가질수

있는사회적지지구조나개인의성격및대처양식등을과소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단절이론은 역할이론에

서와 같이 직업 활동에서 물러나 은퇴에 직면했을 때, 특히

남성에게적응의문제가생기며사회적인고립과우정의박

탈을가져온다(Cumming & Henry, 1961)고설명한다. 그러

나이와같은단절이론을실증적으로지지하는연구는거의

없다.

활동이론에서는 중년에 경험한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

회참여를계속하면은퇴를비롯한노년기생활에잘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활동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이나 조

직에참여하여외출을많이하는은퇴자들이사회활동을덜

하는 은퇴자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Friedman &

Havinghurst, 1954). 그러나이이론은활동수준을유지할

수없는많은고령자들에게비현실적인기대를주며활동적

이지못한이들에게패배자와같은감정을불러일으킬수있

을뿐만아니라, 소득이거의없는은퇴자들에게는여가활동

이큰부담이되기도한다. 또은퇴자에따라바쁜활동보다

는여유있는시간을더선호할수있다는점에서비판을받

는다.

사람들이 초기의 생활양식이나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

를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기본전제로 한 지속이론에

서는은퇴가부적응과우울을야기시키기보다는은퇴이전

에설정된우선순위의것들이은퇴자체보다은퇴후생활에

2) 2007년우리나라평균수명은79.6세로, 남자는 76.1세여자는82.7세임
3) 근거이론적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은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1967)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질적분석방법으로 실제
자료에근거하여이론을귀납적으로도출하는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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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큰 향을미치는것으로설명한다. 그러나이이론은인

생이 변하지 않다는 너무 단순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가 개인에게 가져오는 재정적, 의료적, 심리적 박탈의

향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일부의 은퇴자들은 은퇴 이전의

삶의만족도와생활양식이유지될수있으나적절한자원을

갖지못하는은퇴자들의경우에는이전의삶을지속하고유

지하는데어려움이있다(Palmore, Fillenbaum, & George,

1984)는점에서비판을받는다.

생애주기관점에 의하면 은퇴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발

생한 사건으로서 개인의 특성 및 개인을 둘러싼 가족, 지역

사회 및 거시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층위의 맥락

(context)에따라은퇴이후의생활이달라지며하나의삶의

역이다른삶의 역에 향을받는것으로설명한다(윤현

숙, 이미진, 2006; 한경혜, 2008; Wang, 2007). 생애주기관

점에서는은퇴로의전이(transition)의시간성(temporality)

개념의 도입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은퇴를 사건이 아닌 과

정으로 보아 은퇴 후의 삶을 은퇴 이전의 근로생애의 경험

등 장기간에 걸친 경험의 결과물로 접근하며, 나아가 은퇴

후의 적응양상도 고정된 결과물이기보다는 시간 경과에 따

라변화한다는점에주목한다(한경혜, 2008). 이이론은은퇴

자들의 은퇴 후 적응의 양상을 시간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자, 은퇴 후 경과기간의 각 시점에서 개별은퇴자의 특성과

은퇴 전 근로생애의 경험이 은퇴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향

을미치는가를분석하려는본연구에적절한이론적토대가

될수있다.

2. 은퇴 후 시간경과와 은퇴생활적응

은퇴의적응과정을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해나가는단

계적인현상으로파악한Atchley(1976)는은퇴적응의과정을

7단계4)로제시(Atchley, 1976)하 다가몇차례거쳐다시8

단계5)로수정하 으며, 분명한경계가있는단계로적응하는

것이아니라개인에따라몇개의단계를동시에경험하기도

하거나몇개의단계는경험하지않을수도있다(Atchley &

Barusch, 2004)고설명하 다. Atchley의수정된은퇴적응

단계에 따르면, 월 단계(honeymoon)는 은퇴자들은 은퇴

후즉시따라오는시기로그동안못해보았던일을한다거나

휴식을취하는‘행복감의시기’인데, 모든은퇴자들이이시

기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 은퇴자들은 즉각적으

로 은퇴생활에 적응하는 단계에 이르러 은퇴생활의 일상을

시작하기도한다. 이후활동량이적은휴식의단계를거치며

몇몇의 은퇴자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은퇴생활에 실망

하는환멸을경험하기도한다. 소수의경우우울증으로발전

되기도하는데, 대다수는다시재인식/재교육시기로옮긴후

일상적인은퇴생활에적응한다.

Atchley의은퇴적응단계를기초로실증분석을수행한대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은퇴적응의 지표를 삶의 만족도 측정

으로하 으며, 은퇴경과기간에따른삶의만족도와의관계

를통해삶에만족하는패턴이변화한다는것을규명하 다.

예컨대Ekerdit, Bosse와Levkoff(1985)의연구에서는은퇴

한지 6개월이하의은퇴자들의삶의만족도수준이가장높

고, 은퇴 후 경과기간이 긴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대체

로낮은수준이며, 18개월을경과한은퇴자집단의삶의만족

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Gall, Evan과

Howard(199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은퇴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내인 은퇴자의 경우

정신적건강, 활력수준, 경제력및대인관계만족도등이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가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해석하 다. 그러나다른연구

들(Beck, 1982; Richardson & Kilty, 1991; Streib &

Schneider, 1971)에서는반대의패턴을발견하 다. 즉은퇴

후 6개월이하경과한경우삶의만족도가다소낮아지며, 1

년정도경과된시점부터삶의만족도가서서히증가하여경

과기간이 더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에 도달한다

고 하 다. 이와 같이 실증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한 것은 서

로 다른 은퇴자들을 비교하는 횡단자료 분석연구인지 또는

동일한대상자를지속적으로관찰하는종단자료비교분석인

가의연구방법적인차이와삶의만족도측정에있어서비교

목표에 대한 은퇴 전 기초선 설정이 있었는가의 여부, 그리

고분석대상에있어서여성을포함했는가의여부에따른차

이에서비롯되는것으로판단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은퇴적응에 관한 국내연구는 은퇴자

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적으로 접근한 소수의 연구들(강지

숙, 2008; 김나연외, 2007) 뿐이다. 60세이상은퇴자 16명

을 인터뷰한 강지숙(2008)의 연구에서는 은퇴 적응과정이

‘좋은사람으로남기’를중심으로 4단계(①준비기→②자

각기 → ③ 조정기 → ④ 적응기)를 거친다고 하 다. 즉 준

비기는은퇴전부터경제적준비및시간활용을계획하는시

기이고, 자각기는 주업의 상실과 스스로의 무방비상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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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먼단계(remote) → ②근접단계(near) → ③ 월단계(honeymoon) → ④환멸단계(disenchantment) → ⑤적응단계(Reorientation)
→⑥안정단계(Stability) →⑦종결단계(termination phase)

5) ① 은퇴 이전(preretirement) → ② 월(honeymoon) → ③ 즉각적 은퇴적응(immediate retirement routine) → ④ 휴식(rest and
relaxation) → ⑤ 환멸(disenchantment) → ⑥ 재인식/재교육(Reorientation) → ⑦ 은퇴일상적응(retirement routine) → ⑧ 종결
(termination of retirement)



지하는은퇴상태에대한실질적인식기로서주로은퇴직후

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편안하게 쉬며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도생기지만주위의기대와시선으로위축감이들고자

신감이 없어진다. 조정기는 현실과 협력하는 시기로서 은퇴

생활에 적응하고자 스스로의 변화를 우선시한다. 이후 역할

이나활동을강화하고새로운활동을찾아적응함으로써은

퇴생활의적응기를맞는다.

은퇴자9명을인터뷰한김나연외(2007)의연구에서는은

퇴후적응과정을 려남과상실의혼돈을이겨내고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라고 정의하면서, 이 과정(①혼돈의 단계 →

②상황을 정리하는 단계 → ③나를 다시 찾는 단계 → ④적

극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이 단선적인 과정이 아닌 순환적인

형태를보인다고하 다. 혼돈의단계에서는실질에대한인

식으로 심적 동요를 경험하고 사회에서 려났다는 소외감

과 배재를 경험하며 혼란을 겪은 후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

을잡아주는‘상황을정리하는단계’를경험한다. 이시기에

자기를성찰하고주어진환경하에서긍정적요소를발견하

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후‘나를

다시 찾는 단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전에 하지 않은

새로운 역의활동을경험하고즐거움을발견하며, ‘적응적

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의 형태가 가

능하다는것을인지하고의미를부여한다. 이와같은국내연

구들을 종합해보면 Atchley의 은퇴적응 8단계에 맞추어 비

교할수는없으나, 시간흐름에따라은퇴적응의양상이은퇴

직후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서서히 은퇴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해나아가는변화패턴임을알수있다.

3. 은퇴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생활적응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이주관적으로인지하는삶의질수준을의미하는

삶의 만족도는 은퇴생활적응의 중요한 기준이며 시간 흐름

에 따른 변화의 민감한 지표(indicator)로 가정되어왔다

(Atchley, 1976).

은퇴연령의하락과은퇴생활의연장으로인한은퇴후삶

의질에대한관심은은퇴생활적응에대한연구의증가를가

져왔다. 은퇴생활적응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김미령,

2006; 김숙경, 2004; 김은미, 2000; 모선희, 강지현, 2003;

백은 , 2009; 석말숙, 2004; 이가옥 외, 2002; 이은희 외,

2004; 이호성, 2005; 한형수, 2004; Berg et al., 2006;

Biswas-Diener et al., 2004; Fiori et al., 2006; Motel-

Klingebiel et al., 2003; Smith et al., 2001; Sugisawa et al.,

2002)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생활적응도가 은퇴자의 자신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향을받는것으로밝혀졌다. 이러한요인에는은퇴자의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이포함되며, 주로남성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유배우자

일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 경제수준에여유가있다고느

낄수록, 은퇴자 본인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은퇴생

활적응수준이높게나타나는공통적인결과를보 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생활적응에 은퇴사

유, 은퇴시기, 은퇴후경과기간등의요인들이 향을미친

다는연구들(김애순, 윤진, 1995; 김지경, 송현주, 2009; 모선

희, 강지현, 2003; 윤진, 1999)도이루어져왔다. 특히은퇴자

의은퇴시점특성과은퇴후의특성을함께고려하여은퇴생

활적응을분석한김지경과송현주(2009)의연구에서는은퇴

자의은퇴생활적응에은퇴후특성뿐만아니라은퇴시점의

요인이중요하며, 은퇴자의과거상태와현재상태가복합적

으로 은퇴 후 생활적응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와 같

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는은퇴자의현재상태와은퇴전상태를반 하는변수들을

분석변수로구성하 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연구의분석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의고령화연구패널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이하KLoSA)

1차년도(2006년)자료이다. KLoSA 1차년도자료에서는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원표본으로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경제및사회활동에 향을미치는항목들을조사

하 다. KLoSA에서는은퇴자를판별하기위하여‘____님은

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를질문하고, 이에대한응답을

3가지 즉, ‘①과거에 일하 으나, 지금은 은퇴하 다, ②과

거에일하 고앞으로도일할의사가있으나당장은일자리

를 구하고 있지 않다, ③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로

측정하 다. 본연구의분석대상자는‘①과거에일하 으나,

지금은은퇴하 다’의응답자중, 현재상태와은퇴전상태

에대해무응답하거나이상치(outlier)로응답하지않은완전

한응답자(complete case) 1,780명이다.

2. 분석변수 선정 및 분석방법

선행연구의 결과와 표본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

석을위한변수는은퇴후은퇴자의현재상태를반 하는변

수와 은퇴 이전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변수로 구성하

다. 은퇴자의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건강상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거

형태, 가구월소득이현재상태관련변수에해당하며, 은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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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 은퇴시점의 소득액, 은퇴사

유 변수가 은퇴 이전의 특성을 반 할 은퇴 전 마지막 일자

리관련특성에해당한다.

현재상태관련특성중성별(0.여성, 1.남성), 거주지역(0.

중소도시, 1.대도시), 학력(0.무학, 1.그외)6), 주거형태(0.전세

및기타, 1.자가), 배우자유무(0.무배우자, 1.유배우자), 은퇴

전취업형태(0.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 업자/무급가족종사

자), 1.임금근로자), 은퇴사유(0.정년퇴직, 1.그 외) 변수들은

가변수(dummy variables) 로분석되었다. 건강상태의경우

KLoSA에서‘1.매우좋음’부터‘5.매우나쁨’의 5점리커트

척도로측정된값을‘1.매우나쁨’부터‘5.매우좋음’으로역

산하 다. 가구월소득7)의 경우는조사직전년도(2005년) 한

해 동안의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값을 월평균소득으로 나누

고은퇴전마지막일자리에서의월소득과함께자연대수를

취하 다. 이러한과정을통해현재연령, 현재건강상태, 가

구소득,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월소득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은퇴 후 경과기간은 범주형으로 나뉘어 가변수

와연속변수로모두분석되었다.

본연구에서는은퇴전후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과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실증

분석모델로 하 다. 다항로짓모델에서의 종속변수는 은퇴

전후의만족도를비교한3범주(은퇴전에만족함: A, 은퇴전

과후가비슷함: B, 은퇴후에만족함: C)이며, ‘은퇴전후가

비슷함(B)’으로응답한은퇴자집단이준거집단이된다. 이항

로짓모델에서는‘은퇴전에만족함’으로응답한은퇴자들을

6) KLoSA에서생성변수로제공하고있는학력변수에서는무학과초등학교졸업을구분하지않고‘초졸이하’로묶어제시하 다. 본연구에서
는무학과초등학교졸업을구분하기위해학력(학교) 변수와이수여부변수를핸들링하여사용하 는데, ‘초졸이하’이외의학력변수값이
KLoSA에서생성한값과약간차이가있음.

7) 원자료에서 무응답 사례가 많은 가구소득 변수와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월소득 변수의 경우, KLoSA에서 제공한 무응답보정변수
(imputed variables)를사용하 음.

8) 은퇴자의 은퇴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은퇴생활적응의 단계를 주로 현상이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하 고, 경과기간 구분
에따른은퇴생활적응양상에대해서는명확한이론적근거를축적하지못하 음. 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로인하여본연구에서는은퇴자의
은퇴생활적응을살펴보기위한은퇴후경과기간을여러차례에걸쳐재조정한후, 은퇴후경과기간을최종4범주로나누었음.

9) 통계청의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는 1965년부터제공되고있기때문에, 분석대상의은퇴시점이 1965년이전(1957년
(1건), 1960년(1건))인경우에는 1965년의CPI를적용하 음.

구분 변수 변수값

성별 0. 여성, 1. 남성

거주지역 0. 중소도시, 1. 대도시

주거형태 0. 전세및기타, 1. 자가

배우자유무 0. 무배우자, 1. 유배우자

은퇴전취업형태
0.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 업자/무급가족종사자)
1. 임금근로자

가변수 0. 정년퇴직

은퇴사유
1. 건강및노령

독립변수
1. 스스로원해서
1. 파산도산/정리해고/명예퇴직

0. 3~5년

은퇴후경과기간
1. 0~2년
1. 6~8년
1. 9년이상

현재연령 만나이

교육수준 교육년수

건강상태 1.매우나쁨~5.매우좋음의 5점리커트척도

연속변수
가구월소득

작년한해가구월소득의자연대수
무응답보정변수를사용하 음

은퇴시점의소득액9) 은퇴시점의 CPI(2005년=100)를적용한은퇴전월소득의
자연대수

0. 은퇴전후가비슷함
종속변수 은퇴전후만족도 1. 은퇴전에만족함

1. 은퇴후에만족함

<표 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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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은퇴 후에 만족함’으로 응답한 은퇴자들을‘1’로

하여분석하 다. 모델분석을통하여은퇴후경과기간에따

른은퇴생활적응에의 향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 은퇴후

경과기간을4범주(0~2년, 3~5년, 6~8년, 9년이상)로나누

고8), 각은퇴경과집단에서은퇴전후생활만족에 향을미

치는 요인을 같은 방식의 다항로짓과 이항로짓모델로 분석

하 다. 모델분석에사용된독립변수는현재상태관련특성

들과은퇴전마지막일자리특성들로 <표 1>에제시된바와

같다. 분석을위한데이터핸들링과모델분석은 SPSS 14.0

과STATA 10.0을사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은퇴자 특성별 은퇴 후 경과기간

은퇴 후 경과기간별로 은퇴자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표

2>와 같이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분석대상자의 은퇴 후 경

과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43.7%가 은퇴 후 9년 이

상 경과한 은퇴자들이며 남성과 여성의 모두에서 9년 이상

지난은퇴자가가장높은비율을보 다. <표2>에제시된바

와같이, 은퇴후경과기간별현재상태관련특성에서는주거

형태를제외한모든변수(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건

강상태, 거주지역, 가구월소득)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

를 나타냈으며,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 관련 특성에서는 은

퇴시점의취업형태와은퇴시점의소득액이통계적으로유의

미한차이를보 다.

유의한차이를나타낸특성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성

별의경우2년이하의은퇴후경과기간을갖는여성의비율

(21.4%)이남성(17.7%)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세~59세은퇴자의 32.9%가 2년이하의경과기간을가지

며, 높은연령집단일수록9년이상의긴경과기간을갖는비

율이 높았다.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은 이들이 은퇴

후9년이상경과기간을갖는비율이높은데, 특히무학의은

퇴자의경우절반이상(51.1%)이은퇴후 9년이상경과한것

으로 나타난 반면, 고졸이상학력자들에서는은퇴 후 2년 이

하의 비율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분포는 고령자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

으로짐작된다.

배우자유무에따라서는은퇴후경과기간 2년이하를갖

는 유배우자의 비율(20.1%)이 무배우자의 경우(16.8%)보다

높고, 3~5년(19.7%)이나 6~8년(18.9%) 경과된 유배우자의

비율도무배우자의비율(18.0%, 14.0%)보다다소높았으나,

9년 이상 경과기간에 있어서는 무배우자의 비율(51.2%)이

유배우자(41.3%)보다높게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는분석대

상의 43.7%를차지하는은퇴후 9년이상경과한집단을제

외하고보았을때, 건강상태가좋다거나매우좋다고응답한

비율이은퇴후 3~5년경과한집단에서가장높고, 은퇴후

2년 이하 경과한 그룹에서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

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이는우리나라은퇴

자들의 주요 은퇴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고려해볼때은퇴이후경과기간이짧은은퇴자들이

자신의주관적인건강상태에대한평가가은퇴후3~5년지

난은퇴자들에비해부정적일수있음을나타내는것이라할

수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거주 은퇴자들이 은퇴 후

2년이하경과비율(21.5%)이대도시거주은퇴자들(16.8%)에

비해높고, 9년이상경과한비율에있어서는대도시거주자

의비율(46.5%)이중소도시거주자의비율(41.2%)보다높았

다. 가구월소득수준에따라나누어살펴보면, 가구소득수준

이낮은집단일수록은퇴후9년이상경과한비율이높아월

평균 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은퇴자들의 48.6%,

50~100만원미만의48.7%가은퇴후9년이상경과한은퇴

자들로 나타났다. 9년 이상 경과자의 분포를 제외하고 가구

소득수준에따른은퇴후경과기간의분포를살펴보면, 가구

소득수준이높은집단일수록은퇴후 2년 이하또는 3~5년

의경과기간을갖는비율이높았다. 이는은퇴자들의경제적

여건이은퇴후시간이경과할수록좋지않음을나타내는것

이라할수있다.

은퇴전마지막일자리특성에따른은퇴후경과기간분

포를 살펴보면, 은퇴 전 취업형태의 경우 은퇴 전 임금근로

자 던 이들의 은퇴 후 2년 이하의 경과기간을 갖는 비율

(21.4%)이 비임금근로자의비율(15.3%)보다 높았다. 은퇴시

점의소득액의경우50만원미만(26.0%)과50~100만원미만

(24.2%)의비율이은퇴후 2년이하경과집단에서상대적으

로높게나타났는데, 이는우리나라은퇴자의은퇴경로가주

된일자리퇴직후저소득·단순노동의일자리를거쳐이루

어지고있다는사실이반 된것이라할수있다.

2. 은퇴자 특성별 은퇴생활적응도

은퇴자특성별은퇴생활적응도를<표3>과같이살펴보았

다. 전체분석대상자의55.4%가은퇴전생활에더만족한다

고하 고, 은퇴전과후가비슷하다고응답한비율은35.7%

이며, 은퇴후생활에더만족한다는비율은8.8%로매우낮

았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은퇴라는 생애

사건과은퇴이후의삶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을나타

낸것이라할수있다. 특성에따라은퇴전후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은퇴자의 현재 상태 관련 특

성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거주지역,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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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년이하 3~5년 6~8년 9년이상

구분 특성 범주 1780(100.0) 344(100.0) 344(100.0) 315(100.0) 777(100.0) χ2

(100.0) (19.3) (19.3) (17.7) (43.7)

남성
1004(56.4) 178(51.7) 198(57.6) 197(62.5) 431(55.5)

성별
(100.0) (17.7) (19.7) (19.6) (42.9)

8.322*
여성

776(43.6) 166(48.3) 146(42.4) 118(37.5) 346(44.5)
(100.0) (21.4) (18.8) (15.2) (44.6)

45~59세
407(22.9) 134(39.0) 104(30.2) 57(18.1) 112(14.4)

(100.0) (32.9) (25.6) (14.0) (27.5)

60~69세
646(36.3) 141(41.0) 149(43.3) 141(44.8) 215(27.7)

(100.0) (21.8) (23.1) (21.8) (33.3)
연령

70~75세
393(22.1) 48(14.0) 58(16.9) 83(26.3) 204(26.3) 29.944**
(100.0) (12.2) (14.8) (21.1) (51.9)

76세이상
334(18.8) 21( 6.1) 33( 9.6) 34(10.8) 246(31.7)
(100.0) ( 6.3) ( 9.9) (10.2) (73.7)

평균(세) 66.81 62.41 63.87 66.48 70.18

무학
411(23.1) 79(23.0) 60(17.4) 62(19.7) 210(27.0)
(100.0) (19.2) (14.6) (15.1) (51.1)

초등학교졸업
504(28.3) 84(24.4) 105(30.5) 87(27.6) 228(29.3)

(100.0) (16.7) (20.8) (17.3) (45.2)

중학교졸업
261(14.7) 52(15.1) 64(18.6) 33(10.5) 112(14.4)

교육수준 100.0) (19.9) (24.5) (12.6) (42.9) 44.930***

고등학교졸업
371(20.8) 87(25.3) 75(21.8) 68(21.6) 141(18.1)
(100.0) (23.5) (20.2) (18.3) (38.0)

전문대졸업이상
233(13.1) 42(12.2) 40(11.6) 65(20.6) 86(11.1)
(100.0) (18.0) (17.2) (27.9) (36.9)

평균(년) 7.56 7.78 7.96 8.42 6.94

유배우자
1358(76.3) 273(79.4) 268(77.9) 256(81.3) 561(72.2)

배우자유무
(100.0) (20.1) (19.7) (18.9) (41.3)

13.793**
무배우자

422(23.7) 71(20.6) 76(22.1) 59(18.7) 216(27.8)
(100.0) (16.8) (18.0) (14.0) (51.2)

매우좋은편
42( 2.4) 7( 2.0) 10( 2.9) 6( 1.9) 19( 2.4)
(100.0) (16.7) (23.8) (14.3) (45.2)

좋은편
414(23.3) 92(26.7) 83(24.1) 87(27.6) 152(19.6)
(100.0) (22.2) (20.0) (21.0) (36.7)

보통
511(28.7) 97(28.2) 115(33.4) 87(27.6) 212(27.3)

건강상태 (100.0) (19.0) (22.5) (17.0) (41.5) 29.944**

나쁜편
545(30.6) 93(27.0) 102(29.7) 80(25.4) 270(34.7)

(100.0) (17.1) (18.7) (14.7) (49.5)

매우나쁜편
268(15.1) 55(16.0) 34( 9.9) 55(17.5) 124(16.0)
(100.0) (20.5) (12.7) (20.5) (46.3)

평균 2.67 2.72 2.81 2.71 2.58

대도시
826(46.4) 139(40.4) 159(46.2) 144(45.7) 384(49.4)

거주지역
(100.0) (16.8) (19.2) (17.4) (46.5)

7.883*
중소도시

954(53.6) 205(59.6) 185(53.8) 171(54.3) 393(50.6)
(100.0) (21.5) (19.4) (17.9) (41.2)

자가
1320(74.2) 257(74.7) 267(77.6) 228(72.4) 568(73.1)

주거형태
(100.0) (19.5) (20.2) (17.3)) 43.0)

3.173
전월세및기타

460(25.8) 87(25.3) 77(22.4) 87(27.6) 209(26.9)
(100.0) (18.9) (16.7) (18.9) (45.4)

50만원미만
833(46.8) 126(36.6) 158(45.9) 144(45.7) 405(52.1)

(100.0) (15.1) (19.0) (17.3) (48.6)

50만원~100만원미만
238(13.4) 41(11.9) 39(11.3) 42(13.3) 116(14.9)
(100.0) (17.2) (16.4) (17.6) (48.7)

가구월소득
100만원~200만원미만

317(17.8) 72(20.9) 67(19.5) 61(19.4) 117(15.1) 39.194***
(100.0) (22.7) (21.1) (19.2) (36.9)

200만원이상
392(22.0) 105(30.5) 80(23.3) 68(21.6) 139(17.9)

(100.0) (26.8) (20.4) (17.3) (35.5)
평균(만원) 119.34 151.67 114.79 139.86 98.73

<표 2> 은퇴자의 특성별 은퇴 후 경과기간
(n = 1,780)

현재
상태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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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월소득에서 그리고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특성

에서는은퇴시점의소득액과은퇴사유가통계적으로유의미

한차이를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성별의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여성의

비율(12.0%)이남성(6.4%)에비해2배가까이높아성별에따

른차이를보 다. 이는남성에비해여성이은퇴후생활에

대한만족도수준이높고상대적으로은퇴생활적응이잘이

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45세~59세연령집단에서은퇴후생활에더만족한다는비

율(15.0%)이가장높게나타났고, 연령수준이높은집단일수

록 은퇴 후 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학력의경우중졸이하학력집단에서는은퇴전생활

에더만족한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고, 고등학교이상학력

집단에서는은퇴후생활에더만족한다는비율이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학력집단은고졸(13.5%)로대졸(12.4%)에비해다소높

은비율을보 는데, 이비율은무학(6.3%)의2배정도된다.

건강상태에 따른 은퇴 전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이

좋은편또는매우좋은편인집단에서는은퇴전과후의생

활만족도가 비슷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건강상

태가나쁘다거나매우나쁘다는집단에서는은퇴전생활에

더만족한다는비율이높으며건강상태가나쁠수록그비율

은높아지는경향을보 다. 거주지역에따라서는대도시거

주자가은퇴후생활에더만족한다는비율이조금높고, 중

소도시거주자는은퇴전후비슷하다는비율(39.7%)이대도

시거주자(31.1%)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주거형태에있

어서는자가소유자가은퇴전후생활이비슷하거나은퇴후

에더만족한다는비율이전월세및기타에거주하는집단에

비해 높았다. 가구월소득의 경우 월소득수준이높을수록 은

퇴 후 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월소득 50만원미만집단의은퇴후생활에더만족하는비

율은 6.5%에 불과한 반면, 월소득 200만원이상 집단의

16.3%로 2.5배 정도의차이를보 다. 이와같은차이는집

단의평균소득에서도나타났는데, 은퇴전생활에더만족한

다는집단의평균월소득은95.74만원이고은퇴전후비슷하

다는집단은 135.4만원, 은퇴후생활에더만족한다는집단

은 202.69만원으로큰차이를보 다. 이는은퇴후경제적

여건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 및 은퇴 생활적응에 향을 미

치는주요요인이될수있음을나타내는결과라할수있다.

가구소득과 같이 은퇴시점의 소득액의 경우에서도 소득

수준이높은집단일수록은퇴후생활에더만족한다는비율

전체 2년이하 3~5년 6~8년 9년이상

구분 특성 범주 1780(100.0) 344(100.0) 344(100.0) 315(100.0) 777(100.0) χ2

(100.0) (19.3) (19.3) (17.7) (43.7)

<표 2> 은퇴자 특성별 은퇴 후 경과기간 (표 계속)
(n = 1,780)

임금근로자
1185(66.6) 253(73.5) 230(66.9) 211(67.0) 491(63.2)

은퇴전 (100.0) (21.4) (19.4) (17.8) (41.4)
11.546**

취업형태
비임금근로자

595(33.4) 91(26.5) 114(33.1) 104(33.0) 286(36.8)
(100.0) (15.3) (19.2) (17.5) (48.1)

50만원미만
273(15.3) 71(20.6) 40(11.6) 31( 9.8) 131(16.9)
(100.0) (26.0) (14.7) (11.4) (48.0)

50~100만원미만
430(24.2) 104(30.2) 106(30.8) 71(22.5) 149(19.2)

은퇴시점의
(100.0) (24.2) (24.7) (16.5) (34.7)

소득액 100~200만원미만
480(27.0) 92(26.7) 89(25.9) 89(28.3) 210(27.0) 56.989***

(100.0) (19.2) (18.5) (18.5) (43.8)

200만원이상
597(33.5) 77(22.4) 109(31.7) 124(39.4) 287(36.9)
(100.0) (12.9) (18.3) (20.8) (48.1)

평균(만원) 207.48 132.32 170.71 195.09 262.06

스스로원해서
794(44.6) 150(43.6) 166(48.3) 138(43.8) 340(43.8)

(100.0) (18.9) (20.9) (17.4) (42.8)

파산/도산/정리해고 292(16.4) 52(15.1) 54(15.7) 56(17.8) 130(16.7)

은퇴사유
/명예퇴직 (100.0) (17.8) (18.5) (19.2) (44.5)

8.740

정년퇴직
257(14.4) 42(12.2) 44(12.8) 49(15.6) 122(15.7)
(100.0) (16.3) (17.1) (19.1) (48.5)

건강및노령
437(24.6) 100(29.1) 80(23.3) 72(22.9) 185(23.8)

(100.0) (22.9) (18.3) (16.5)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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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전
마지막
일자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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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은퇴전 비슷 은퇴후
구분 특성 범주 1780(100.0) 987(100.0) 636(100.0) 157(100.0) χ2

(100.0) (55.4) (35.7) ( 8.8)

남성
1004(56.4) 580(58.8) 360(56.6) 64(40.8)

성별
(100.0) (57.8) (35.9) ( 6.4)

17.863***
여성

776(43.6) 407(41.2) 276(43.4) 93(59.2)
(100.0) (52.4) (35.6) (12.0)

45~59세
407(22.9) 196(19.9) 150(23.6) 61(38.9)

(100.0) (48.2) (36.9) (15.0)

60~69세
646(36.3) 374(37.9) 220(34.6) 52(33.1)

(100.0) (37.9) (24.1) ( 8.0)
연령

70~75세
393(22.1) 239(24.2) 131(20.6) 23(14.6) 34.599***
(100.0) (60.8) (33.3) ( 5.9)

76세이상
334(18.8) 178(18.0) 135(21.2) 21(13.4)
(100.0) (53.3) (40.4) ( 6.3)

평균(세) 66.81 67.24 67.04 63.10
무학 411(23.1) 258(26.1) 127(20.0) 26(16.6)

(100.0) (62.8) (30.9) ( 6.3)
초등학교졸업 504(28.3) 303(30.7) 168(26.4) 33(21.0)

(100.0) (60.1) (33.3) ( 6.5)

중학교졸업
261(14.7) 154(15.6) 88(13.8) 19(12.1)

교육수준 (100.0) (59.0) (33.7) ( 7.3) 49.232***

고등학교졸업
371(20.8) 173(17.5) 148(23.3) 50(31.8)
(100.0) (46.6) (39.9) (13.5)

전문대졸업이상
233(13.1) 99(10.0) 105(16.5) 29(18.5)
(100.0) (42.5) (45.1) (12.4)

평균(년) 7.56 6.88 8.23 9.06

유배우자
1358(76.3) 748(75.8) 484(76.1) 126(80.3)

배우자유무
(100.0) (55.1) (35.6) ( 9.3)

1.516
무배우자

422(23.7) 239(24.2) 152(23.9) 31(19.7)
(100.0) (56.6) (36.0) ( 7.3)

매우좋은편
42( 2.4) 17( 1.7) 23( 3.6) 2( 1.3)
(100.0) (40.5) (54.8) ( 4.8)

좋은편
414(23.3) 151(15.3) 195(30.7) 68(43.3)
(100.0) (36.5) (47.1) (16.4)

보통
511(28.7) 249(25.2) 214(33.6) 48(30.6)

건강상태 (100.0) (48.7) (41.9) ( 9.4) 171.996***

나쁜편
545(30.6) 358(36.3) 160(25.2) 27(17.2)

(100.0) (65.7) (29.4) ( 5.0)

매우나쁜편
268(15.1) 212(21.5) 44( 6.9) 12( 7.6)
(100.0) (79.1) (16.4) ( 4.5)

평균 2.67 2.40 2.99 3.13

대도시
826(46.4) 482(48.8) 257(40.4) 87(55.4)

거주지역
(100.0) (58.4) (31.1) (10.5)

16.661***
중소도시

954(53.6) 505(51.2) 379(59.6) 70(44.6)
(100.0) (52.9) (39.7) ( 7.3)

자가
1320(74.2) 665(67.4) 526(82.7) 129(82.2)

주거형태
(100.0) (50.4) (39.8) ( 9.8)

53.183***
전월세및기타

460(25.8) 322(32.6) 110(17.3) 28(17.8)
(100.0) (70.0) (23.9) ( 6.1)

50만원미만
833(46.8) 522(52.9) 257(40.4) 54(34.4)

(100.0) (62.7) (30.9) ( 6.5)

50만원~100만원미만
238(13.4) 148(15.0) 74(11.6) 16(10.2)
(100.0) (62.2) (31.1) ( 6.7)

가구월소득
100만원~200만원미만

317(17.8) 166(16.8) 128(20.1) 23(14.6) 81.480***
(100.0) (52.4) (40.4) ( 7.3)

200만원이상
392(22.0) 151(15.3) 177(27.8) 64(40.8)

(100.0) (38.5) (45.2) (16.3)
평균(만원) 119.34 95.74 135.40 202.69

<표 3> 은퇴자 특성별 은퇴생활적응도
(n = 1,780)

현재
상태
관련
특성



이높고, 소득수준이낮은집단일수록은퇴전생활에더만

족한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은퇴사유의경우스스로원

해자발적으로은퇴한집단에서은퇴후생활에더만족한다

는비율이11.7%로가장높았고, 건강및노령의사유로은퇴

한집단에서5.0%로가장낮았다. 건강및노령의사유로은

퇴한이들의 76.2%는은퇴전생활에더만족한다고하 으

며, 파산/도산/정리해고/명예퇴직 등의 비자발적 은퇴자들

의65.1%도은퇴전생활에더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

(1)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

다항로짓과 이항로짓으로 분석된 은퇴자의 은퇴생활적응

에 향을미치는요인은<표4>와<표5>에제시된바와같다.

<표 4>는‘은퇴전후생활에만족이비슷함’으로응답한은퇴

자를준거집단으로하여은퇴전또는은퇴후생활만족에

향을미치는요인을다항로짓모델로분석한결과이고, <표 5>

는‘은퇴 전 만족함’을 기준으로‘은퇴 후 생활에 만족함’에

향을미치는요인을이항로짓모델로분석한결과이다.

우선 <표 4>의다항로짓분석의결과를살펴보면, 은퇴전

후생활만족에통계적으로유의한 향을미치는특성은성

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거주지역, 주거형태, 가구월소

득과같은현재상태관련특성들과은퇴전취업형태와은퇴

사유와같은은퇴전마지막일자리특성, 그리고은퇴후경

과기간변수로 밝혀졌다. 이들 변수 중 교육수준, 건강상태,

주거형태(자가), 가구월소득, 은퇴사유(스스로 원해서, 건강

및노령), 그리고경과기간은은퇴전생활의만족에부(-)적

인 향을미치는요인이며, 거주지역(대도시), 은퇴전취업

형태(임금근로), 그리고은퇴사유(파산/도산, 건강및노령)는

은퇴 전 생활의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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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은퇴전 비슷 은퇴후
구분 특성 범주 1780(100.0) 987(100.0) 636(100.0) 157(100.0) χ2

(100.0) (55.4) (35.7) ( 8.8)

<표 3> 은퇴자 특성별 은퇴생활적응도 (표 계속)
(n = 1,780)

임금근로자
1185(66.6) 669(67.8) 413(64.9) 103(65.6)

은퇴전 (100.0) (56.5) (34.9) ( 8.7)
1.478

취업형태
비임금근로자

595(33.4) 318(32.2) 223(35.1) 54(34.4)
(100.0) (53.4) (37.5) ( 9.1)

50만원미만
273(15.3) 164(16.6) 85(13.4) 24(15.3)
(100.0) (60.1) (31.1) ( 8.8)

50~100만원미만
430(24.2) 281(28.5) 125(19.7) 24(15.3)

(100.0) (65.3) (29.1) ( 5.6)
은퇴시점의

100~200만원미만
480(27.0) 269(27.3) 162(25.5) 49(31.2) 45.568***소득액

(100.0) (56.0) (33.8) (10.2)

200만원이상
597(33.5) 273(27.7) 264(41.5) 60(38.2)
(100.0) (45.7) (44.2) (10.1)

평균(만원) 207.48 183.44 240.23 225.92

스스로원해서
794(44.6) 335(33.9) 366(57.5) 93(59.2)

(100.0) (42.2) (46.1) (11.7)

파산/도산/정리해고/ 292(16.4) 190(19.3) 85(13.4) 17(10.8)
명예퇴직 (100.0) (65.1) (29.1) ( 5.8)

은퇴사유
정년퇴직

257(14.4) 129(13.1) 103(16.2) 25(15.9)
147.133***

(100.0) (50.2) (40.1) ( 9.7)

건강및노령
437(24.6) 333(33.7) 82(12.9) 22(14.0)

(100.0) (76.2) (18.8) ( 5.0)

0~2년
344((19.3) 195(19.5) 115(18.1) 34(21.7)

100.0) (56.7) (33.4) ( 9.9)

3~5년
344(19.3) 193(19.6) 124(19.5) 27(17.2)
(100.0) (56.1) (36.0) ( 7.8)

은퇴후경과기간
6~8년

315(17.7) 181(18.3) 112(17.6) 22(14.0)
3.901

(100.0) (57.5) (35.6) ( 7.0)

9년이상
777(43.7) 418(42.4) 285(44.8) 74( 9.5)
(100.0) (53.8) (36.7)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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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전
마지막
일자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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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또한성별(남자)과 연령은은퇴후생활의만족에

부(-)적인 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대도시)은 은퇴 후 생활

만족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들 변수의 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퇴자는여성은퇴자에비해은퇴후생활에더만족할

가능성이낮으며, 연령에있어서는고령자일수록은퇴후생

활에만족할가능성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상대적

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고령의 은퇴자가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건강상태에 있어

서는건강상태가좋을수록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좋은 은퇴자들이

은퇴 전 생활만큼 은퇴 후 생활에도 만족할 수 있음을 나타

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

는은퇴자들이은퇴전후생활에대한만족이비슷한수준이

기보다는 은퇴 전 또는 은퇴 후 생활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도시거주은퇴자들의구성이

양극단의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이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거형태에 있어서

는 자가소유 은퇴자가 은퇴 전 생활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낮았고,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은퇴 전 생활에 더 만족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는 거주주택과 같은 자산을 소유하거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은퇴자들이 은퇴 전 생활의 만족수준

을은퇴이후에도비슷한수준에서유지할가능성이높음을

나타내는결과라할수있다.

은퇴전마지막일자리특성의 향을구체적으로살펴보

면, 은퇴 전 임금근로자 던 은퇴자들이 비임금근로자 던

이들에 비해 은퇴 전 생활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나타났다. 이는임금근로자가상대적으로은퇴후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

라할수있다. 은퇴사유에따라서는파산이나도산, 건강및

노령의 사유로 은퇴하게 된 은퇴자들이 정년퇴직으로 은퇴

한 이들과 비교했을 때 은퇴 전 생활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게나타난반면, 스스로원해은퇴하게된은퇴자들은정년

퇴직으로 은퇴한 이들에 비해 은퇴 전 생활에 더 만족할 가

능성이낮았다. 이는파산이나도산, 건강및노령과같이비

자발적 사유로 은퇴에 이르게 된 이들이 은퇴 전 만큼의 만

족도를 은퇴 후에 얻지 못하며, 자발적인 사유로 은퇴한 이

들은은퇴후은퇴이전만큼의만족도를은퇴생활에서얻을

가능성이높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한편은퇴후

경과기간은경과기간이길수록은퇴전생활에더만족할가

12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6호, 2010

모델1 모델2

구분 변수 A/B1) C/B A/B C/B

Coef.(S.E.) Coef.(S.E.) Coef.(S.E.) Coef.(S.E.)

상 수 2.91(0.70)*** 0.61(1.17) 3.13(0.69)*** 0.40(1.17)

성별(남성) 0.27(0.15) -0.57(0.26)* 0.32(0.15)* -0.58(0.26)*
연령 -0.01(0.01) -0.03(0.01)* -0.01(0.01) -0.03(0.01)*
교육수준 -0.03(0.01)* 0.03(0.02) -0.03(0.01)* 0.03(0.02)

현재상태 배우자유무(유배우자) 0.18(0.15) 0.19(0.26) 0.18(0.15) 0.19(0.26)
관련특성 건강상태 -0.47(0.06)*** 0.09(0.10) -0.47(0.06)*** 0.10(0.10)

거주지역(대도시) 0.49(0.11)*** 0.54(0.19)** 0.50(0.11)*** 0.54(0.19)**
주거형태(자가) -0.58(0.14)*** 0.01(0.24) -0.56(0.14)*** 0.01(0.24)
가구월소득 -0.10(0.02)*** -0.01(0.04) -0.10(0.02)*** -0.01(0.04)

은퇴전
은퇴시점의취업형태(임금근로자) 0.29(0.13)* -0.14(0.21) 0.29(0.13)* -0.14(0.21)

마지막
은퇴시점의소득액 -0.00(0.05) -0.08(0.08) -0.02(0.05) -0.08(0.08)

일자리
은퇴사유(파산도산등)2) 0.52(0.21)* -0.60(0.38) 0.49(0.21)* -0.58(0.38)

특성
〃 (스스로원해서) -0.36(0.18)* -0.43(0.30) -0.38(0.18)* -0.40(0.29)
〃 (건강및노령) 0.69(0.21)** -0.10(0.37) 0.68(0.21)** -0.07(0.37)

연속변수 -0.02(0.01)** 0.01(0.01)
은퇴후 가변수(0~2년)3) 0.05(0.18) 0.25(0.29)
경과기간 (6~8년) -0.01(0.18) -0.01(0.32)

(9년이상) -0.20(0.16) 0.38(0.26)

LR chi2 381.74*** 380.02***
Pseudo R2 0.1180 0.1175

주. 1) A: 은퇴전만족, B: 은퇴전후비슷, C: 은퇴후만족
주. 2) 준거집단: 정년퇴직
주. 3) 준거집단: 3~5년
* p < .05 ** p < .01 *** p < .001 (이하표동일)

<표 4>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Multinomial Logit Analysis)
(n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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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의이항로짓분석의결과를살펴보면, 은퇴전과비

교했을때은퇴후생활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한 향을

미치는특성은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주거형태, 가

구월소득과같은현재상태관련특성들과은퇴사유, 그리고

은퇴 후 경과기간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 중 교육수

준, 건강상태, 주거형태(자가), 가구월소득, 그리고경과기간

은은퇴후생활만족에정(+)의 향을미치는요인이며, 성

별, 연령, 은퇴사유(파산/도산, 건강및노령)는은퇴전생활

만족에부(-)의 향을미치는요인으로밝혀졌다.

이들 변수의 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고,

고연령일수록은퇴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낮은것으로

나타나<표4>의다항로짓분석의결과와동일한결과를얻었

다. 이는은퇴전후생활의만족도수준이비슷한집단과비

교하거나은퇴전생활에더만족하는집단과비교하여도남

성과고령자는공통적으로은퇴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

낮다는결과이다. 이와같은결과는고령의남성은퇴자가은

퇴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한 파산이나 도산 그리고 건강 및 노령으로 은퇴한 이들도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자발적 은퇴사유가 은퇴생활 전반의 복지수준에

향을미칠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한편교육수준이높고

건강상태가좋은은퇴자들이은퇴후생활에만족할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좋은은퇴자들이은퇴후생활에적응하여은퇴

후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자가소유자가비자가소유자에비해은퇴후생활에만족

할 가능성이 높고,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건강상태와 더불어 경제적

인 여건이 은퇴생활적응에 중요한 향요인이 됨을 나타내

는결과라할수있다. 대체로교육수준이높은이들이은퇴

전근로생애에있어자산축적의기회와은퇴후다양한소득

원천을가질수있는가능성이상대적으로많음을고려해볼

때은퇴전경제적여건이은퇴후지속될가능성은매우높

다고할수있겠다. 은퇴후경과시간이많은이들이은퇴후

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은퇴

후 3~5년이경과된은퇴자들을기준으로비교해보았을때,

은퇴후경과기간이9년이상되는은퇴자들이은퇴후생활

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은퇴자들이 은퇴 후

어느정도의적응시간을거쳐만족할만한은퇴후생활을하

게됨을시사한다.

(2) 은퇴후경과기간별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

은퇴자의 은퇴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은퇴 후

경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은퇴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 13

모델1 모델2 

구분 변수 C/A C/A

Coef.(S.E.) Coef.(S.E.)

상 수 -1.33(1.13) -1.81(1.13)

성별(남성) -0.83(0.26)** -0.89(0.26)**
연령 -0.03(0.01)* -0.02(0.01)
교육수준 0.06(0.02)* 0.07(0.03)**

현재상태 배우자유무(유배우자) 0.01(0.26) 0.04(0.26)
관련특성 건강상태 0.52(0.10)*** 0.52(0.10)***

거주지역(대도시) 0.07(0.19) 0.07(0.19)
주거형태(자가) 0.53(0.24)* 0.49(0.24)*
가구월소득 0.01(0.00)** 0.00(0.00)**

은퇴전
은퇴시점의취업형태(임금근로자) -0.31(0.22 -0.03(0.22)

마지막
은퇴시점의소득액 -0.12(0.08) -0.10(0.08)

일자리
은퇴사유(파산도산등) -1.18(0.38)** -1.12(0.38)**

특성
〃 (스스로원해서) -0.03(0.30) 0.03(0.30)
〃 (건강및노령) -0.82(0.37)* -0.77(0.37)*

연속변수 0.04(0.01)**
은퇴후 가변수(0~2년) 0.21(0.30)
경과기간 (6~8년) 0.03(0.34)

(9년이상) 0.60(0.27)*

-2Loglikelihood 755.504 755.998
Cox & Snell R2 0.130 0.130
Nagelkerke R2 .236 .236

<표 5>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Binary Logit Analysis)
(n = 1,144)



후 경과기간을 4범주로 나누고 각 경과기간을 갖는 은퇴자

들의 은퇴 전후 만족도의 향요인을 비교하 다. <표 6>과

<표7>은다항로짓과이항로짓모델로분석한결과이다.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가 비슷한 은퇴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은

퇴전과은퇴후만족도에 향을미치는 향을분석한 <표

6>의결과와은퇴전생활에만족한다는은퇴자를준거로은

퇴후생활만족에 향을미치는 향을살펴본 <표 7>의결

과를 살펴보면, 은퇴 후 경과기간에 따라 은퇴 후 생활만족

도에서로다른요인이 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우선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은퇴한 지 2년이

경과된 은퇴자 집단의 은퇴 전후 만족도에는 건강상태만이

통계적으로유의한 향력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즉건강

상태가좋을수록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은낮았는데,

이 같은결과는은퇴직후부터 2년정도까지은퇴자의건강

상태에의해주관적인삶의질이결정됨을의미한다.

은퇴 후 3~5년이 경과된 은퇴자 집단에서는 건강상태와

가구월소득이 은퇴 전 생활의 만족에 부(-)의 향을 미치

고, 거주지역이정(+)에 향을미치며, 성별이은퇴후생활

의 만족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강상태가좋고소득수준이높을수록은퇴전생활에만족

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이 비대도

시에거주하는은퇴자들에비해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

성이높고, 남성이여성에비해은퇴후생활에만족할가능

성은낮다는것이다. 은퇴직후부터2년정도까지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주지역과 가구소득이 은퇴

후 3년정도경과했을때생활만족에 향을미치는요인으

로나타난것은은퇴후3년이경과한이후에는은퇴이후거

주지역의생활환경과가구의경제적여건이은퇴생활적응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은퇴

후생활에대한만족에있어서의성별차이는은퇴후3년이

경과하면서 남성이 은퇴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은퇴후6~8년이경과한은퇴자집단에서는은퇴후3~5

년경과한집단에서와같이거주지역이정(+)의 향, 건강상

태와가구월소득이부(-)의 향을미치며이에더하여주거

형태또한부(-)의 향을미치는요인으로분석되었다. 자가

소유자가비자가소유자에비해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

성이낮게나타난것은은퇴경과기간이5년을넘으면서자산

이나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여건이 은퇴생활적응에 중

요한요인이됨을의미한다. 다른한편으로는은퇴자들이은

퇴생활중반부터경제적인여건이어려워질가능성이높음

을시사한다.

은퇴후 9년이경과한은퇴자집단에서는그이전경과기

간집단에서나타나지않았던은퇴전마지막일자리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

강상태와 거주지역의 변수가 은퇴 전 생활만족뿐만 아니라

은퇴후생활만족에도통계적으로유의한 향을미치는요

인으로분석되었다. 은퇴후 6~8년이경과한집단에서유의

한 향력을보 던주거형태는은퇴후 9년이상집단에서

는통계적으로유의한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은퇴후9년이지난은퇴자집단에서는건강상태가좋을수록

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은낮고, 은퇴후생활에만족

할가능성은높은것으로밝혀졌다. 이는은퇴후시간이경

과될수록은퇴자의건강상태가주관적인은퇴생활적응을평

가하는데가장기초가되는핵심요인이될수있음을의미한

다. 또한 대도시거주 은퇴자들이 비대도시거주 은퇴자들에

비해 은퇴 전 생활에 또는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은앞서 <표 4>에서밝힌바와같이대도시거주은

퇴자집단의이질성이은퇴후 9년이지난집단에서가장심

화되어나타날수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한편은퇴후9년이경과한시점에서나타난은퇴전마지

막일자리 특성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은퇴 전 임금근로

자 던은퇴자들이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높고, 은

퇴전소득액이높을수록은퇴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은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했던 은퇴자

들과은퇴전소득수준이높았던이들이은퇴후시간이경과

할수록은퇴후생활적응에있어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

으며, 그어려움이은퇴후상당시간이지난이후에도지속될

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또한파산이나도산그리고건강

및노령등의비자발적사유로은퇴하게된은퇴자들도은퇴

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높아이들도은퇴후생활적응에

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은집단이될수있다.

은퇴전집단을기준으로하여은퇴생활적응에 향을미

치는요인을은퇴후경과기간별로나누어살펴본 <표 7>의

이항로짓결과에서는은퇴후3~5년이지난은퇴자집단과9

년이상경과한은퇴자집단에서은퇴후생활만족에통계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었다. 은퇴 후

3~5년경과집단에서는교육수준과건강상태, 그리고가구월

소득이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는교

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가구월소득이 많은 은퇴

자일수록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같은결과는은퇴후3~5년경과시점에이들요인이은

퇴생활의적응을결정하게됨을의미한다. 은퇴후 9년이상

경과한 집단에서는 건강상태(+)를 제외한 성별, 은퇴시점의

소득액, 은퇴사유가부(-)의 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

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

이높다. 반면남성은여성에비해은퇴후생활에만족할가

능성이낮고, 은퇴시점의소득액이많을수록은퇴후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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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 15

모델1(0~2년) 모델2(3~5년) 모델3(6~8년) 모델4(9년이상)

구분 변수 A/B C/B A/B C/B A/B C/B A/B C/B

Coef.(S.E.) Coef.(S.E.) Coef.(S.E.) Coef.(S.E.) Coef.(S.E.) Coef.(S.E.) Coef.(S.E.) Coef.(S.E.)
상 수 3.24(1.84) -4.51(3.38) 3.54(1.74)* -3.03(3.41) 3.37(1.78) 0.64(3.55) 2.33(1.02)* 1.54(1.69)

성별(남성) 0.06(0.35) -0.63(0.57) 0.18(0.38) -1.92(0.76)* 0.42(0.36) -0.21(0.62) 0.33(0.23) -0.63(0.39)
연령 -0.00(0.02) 0.01(0.03) -0.01(0.02) -0.01(0.04) -0.01(0.02) -0.07(0.04) -0.02(0.01) -0.03(0.02)
교육수준 -0.02(0.03) 0.03(0.05) -0.04(0.03) 0.11(0.07) -0.05(0.03) -0.02(0.06) -0.03(0.02) 0.02(0.04)

현재 배우자유무
상태 (유배우자)

-0.49(0.40) -0.53(0.62) 0.45(0.37) 0.53(0.69) 0.43(0.40) 1.59(1.11) 0.27(0.22) 0.25(0.36)

관련 건강상태 -0.66(0.15)*** -0.43(0.24) -0.69(0.15)*** 0.21(0.29) -0.37(0.14)** -0.10(0.27) -0.37(0.09)*** 0.36(0.15)*
특성 거주지역

(대도시)
0.45(0.28) 0.44(0.42) 0.62(0.26)* 0.76(0.46) 0.64(0.28)* 0.40(0.51) 0.40(0.17)* 0.64(0.28)*

주거형태
(자가)

-0.28(0.32) 0.64(0.61) -0.65(0.35) 0.46(0.72) -1.43(0.36)*** -0.29(0.74) -0.37(0.20) -0.22(0.33)

가구월소득 -0.06(0.07) 0.25(0.15) -0.12(0.05)* -0.01(0.10) -0.12(0.05)* -0.14(0.10) -0.09(0.03)* -0.04(0.06)

은퇴전취업형태
(임금근로)

-0.19(0.33) -0.14(0.50) 0.47(0.29) 0.18(0.50) 0.11(0.32) 0.13(0.59) 0.48(0.20)* -0.32(0.32)

은퇴시점의
소득액

0.14(0.13) 0.48(0.29) -0.01(0.12) 0.06(0.19) -0.04(0.14) 0.38(0.41) -0.03(0.07) -0.26(0.10)*

은퇴사유
(파산도산등)

0.22(0.52) -1.62(1.19) 0.48(0.51) -0.35(1.00) 0.44(0.48) 0.42(0.89) 0.67(0.31)* -0.84(0.57)

〃
(스스로원해서)

-0.82(0.45) -0.32(0.63) -0.71(0.43) -0.15(0.83) -0.39(0.41) 0.12(0.79) -0.13(0.26) -0.59(0.45)

〃
(건강및노령)

0.50(0.52) 0.13(0.80) 0.03(0.49) -0.40(1.01) 0.12(0.51) 0.24(1.04) 1.19(0.32)***-0.25(0.57)

LR chi2 102.20*** 100.19*** 78.15*** 175.14***
Pseudo R2 0.1620 0.1633 0.1423 0.1218

N 154 295 345 350

<표 6>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Multinomial Logit Analysis)
(n = 1,780)

은퇴전
마지막
일자리
특성

모델1(0~2년) 모델2(3~5년) 모델3(6~8년) 모델4(9년이상)

구분 변수 C/A C/A C/A C/A

Coef.(S.E.) Coef.(S.E.) Coef.(S.E.) Coef.(S.E.)
상 수 -4.63(3.08) -5.59(3.70) -3.26(3.88) -0.70(1.66)

성별(남자) -0.50(0.57) -1.61(0.85) -0.78(0.61) -1.01(0.41)*
연령 -0.01(0.03) -0.01(0.05) -0.06(0.04) -0.01(0.02)
교육수준 0.31(0.06) 0.15(0.07)* 0.02(0.06) 0.07(0.04)
배우자유무(유배우자) -0.01(0.59) -0.28(0.79) 1.20(1.11) 0.04(0.37)
건강상태 0.13(0.23) 0.95(0.33)** 0.33(0.27) 0.64(0.15)***
거주지역(대도시) -0.05(0.44) -0.20(0.52) -0.11(0.52) 0.23(0.29)
주거형태(자가) 0.64(0.61) 0.77(0.78) 1.14(0.71) 0.14(0.34)
가구월소득 0.00(0.00) 0.00(0.00)* 0.00(0.01) 0.00(0.00)

은퇴시점의취업형태
(임금근로자)

0.05(0.51) 0.22(0.62) -0.07(0.64) -0.63(0.33)

은퇴시점의소득액 0.43(0.31) -0.11(0.25) 0.49(0.44) -0.26(0.11)*
은퇴사유(파산도산등) -1.61(1.20) -1.08(1.06) -0.14(0.91) -1.42(0.58)*
〃 (스스로원해서) 0.70(0.66) 0.91(0.90) 0.53(0.80) -0.39(0.47)
〃 (건강및노령) -0.30(0.78) -0.48(1.08) -0.00(1.04) -1.40(0.57)*

-2Loglikelihood 154.820 110.102 113.881 335.237
Cox & Snell R2 0.151 0.217 0.118 .152
Nagelkerke R2 0.266 0.413 0.237 .267

<표 7>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Binary Logit Analysis)
(n = 1,144)

은퇴전
마지막
일자리
특성

현재
상태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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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가능성은낮으며, 파산도산이나건강및노령의비자

발적 사유로 은퇴 한 이들이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

이낮다. 이와같은결과는은퇴후경과기간이적지않은 9

년 이후의 은퇴생활에 건강상태의 차이와 성별차이 그리고

은퇴시점의 소득액이나 은퇴사유와 같은 은퇴자의 현재 상

태와은퇴전상태가복합적으로 향을미침을시사한다.

Ⅴ. 결론

1. 결과의 논의

본연구에서는45세이상중고령은퇴자들을대상으로은

퇴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퇴

생활적응에있어하나의지표로가정되는삶의만족도를중

심으로 은퇴자들의 은퇴생활적응과 은퇴 후 경과기간에 따

른은퇴생활적응을다항로짓과이항로짓모델을이용하여분

석하 다. 실증분석의결과를통해본본연구의결론은다음

과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자들의 절반 이상(55.4%)은

은퇴이후보다는은퇴이전생활에만족하고, 상당수는은퇴

전후에차이를느끼지못하는(35.7%)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은퇴이후생활에만족하는비율은이에비해현저히낮은것

(8.8%)으로나타나, 은퇴자들은전반적으로은퇴생활에불만

족하는경향이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여성에비해남성

인경우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높고연령이높을수

록은퇴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낮았다. 경제활동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47.7%)보다 남성(71.8%)이 높다는

점과, 45세이상의중고령자의경제활동인구의성별비중또

한 남성(45~49세: 91.9%, 50~59세: 85.6%, 60세 이상:

46.2%)이여성(45~49세: 63.2%, 50~59세: 55.6%, 60세이

상: 21.8%)에비해높다(통계청, 2010)는현재의고용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자리에 물러난 이후 은퇴생활에 어려움을 겪

을고령의남성은퇴자수가상당할것으로생각된다. 은퇴전

후생활만족도비교에있어서남성이여성에비해은퇴전생

활에만족하는비율이높고, 은퇴전임금근로자로일했던은

퇴자가 비임금근로자로 일했던 이들에 비해 은퇴 전 생활에

만족할가능성이높으며, 은퇴후 9년이상경과한은퇴자들

의경우은퇴시점의소득액이높을수록은퇴후생활에만족

할가능성이낮다는분석결과를종합하여고려해보면, 은퇴

전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 임금근로자들이 은퇴 후 생활적응

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높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

를남성의은퇴가직업및사회적고립으로인식되고사회및

가정내역할상실로이어지며(이춘희, 옥선화, 1994), 자녀와

의관계의악화및동년배와비교시심리적위축과스트레스

를경험할가능성이높다는선행연구(김지경, 송현주, 2009)

의결과와연계하여생각해보면, 은퇴전고소득임금근로자

던 남성은퇴자들이 사회적 지위나 역할 그리고 경제력 상

실이수반되는은퇴후생활에유연하게적응할수있는기회

가은퇴전뿐만아니라은퇴후시간경과에따른적응과정에

서도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생활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성별, 취업형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은퇴 준비시기부터 은퇴생활

과정전반에거쳐은퇴생활에심리적으로적응할수있는상

담서비스가보편적으로제공될필요성이있다.

둘째, 실증분석<표5>의결과에서은퇴후경과기간이길

어질수록은퇴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점과 은퇴경과기간이 9년 이상인 경우의 은퇴

후만족도가증가한다는분석결과는은퇴후은퇴생활에만

족할 정도로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시사한

다. 또한 평균 은퇴연령의 하락으로 인한 은퇴자 수 증가와

동시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생활 기간이 길어지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은퇴자의 은퇴 후 부적응이 기간이 길어진

다면중고령자의적지않은비중의전반적인삶의질이저하

될가능성이높다. 이는불안한사회계층이새로운대두되는

사회문제로 증폭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은퇴생활적응

의 어려움은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 을

때 심화되는데 소득원천이 다양하지 못한 우리나라 은퇴자

들은은퇴이후근로소득원상실로경제적위험에처할가능

성이 높다. 은퇴자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들의

경제적어려움에대한정책적대응이노인의경제적생활의

어려움의범주안에서다루어질것이아니라, 별도로구분되

어구체적인내용을살펴볼필요가있다. 실증분석 <표 5>와

<표 6>에서가구소득이높을수록은퇴후삶에만족할가능

성이높고, 은퇴후 3년이상경과기간에서공통적으로가구

소득이높을수록은퇴전삶에만족할가능성이낮다는결과

는은퇴생활적응에경제적여건이건강과함께기본이되는

요인임을시사한다.

셋째, 파산이나 도산 등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비자

발적사유로일자리를물러난은퇴자들의경우, 불안정한노

동시장 여건에 의한 구직활동의 실패가 노동시장에서의 은

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파산이

나 도산 그리고 건강 및 노령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은퇴한

이들이은퇴전생활에만족할가능성이높고, 은퇴후생활

에만족할가능성이낮다는결과는이들이은퇴후생활적응

에가장취약한집단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만 15~29세

의청년실업률이10.0%로(동아일보, 2010) 사상최고에이르

는최근실상들을고려해볼때, 은퇴자의자녀들또한노동

시장진입에실패하는경우은퇴자가구의추가적소득원확

16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6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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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되지않아가구전체의경제적어려움및삶의질하락

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높다. 실증분석 <표 7>의결과에서

은퇴후 3~5년이경과한은퇴자들의경우가구월소득이높

을수록은퇴후만족할가능성이높다는결과를고려해보면,

은퇴자들이은퇴직후보다는은퇴후 3년이경과하면서근

로소득원상실로인한경제적인어려움에놓일가능성이커

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은퇴생활을

유지할수있는기간이은퇴후 3년미만으로, 이 시기를지

나면서함께사는자녀를통한추가적인근로소득원의확보

나 사적이전소득 또는 공적 이전소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퇴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높을것으로생각된다. 공적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지못

한 은퇴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을 받지 못하

는 빈곤가구의 은퇴자, 가구원이 없는 단독가구의 은퇴자의

경우 은퇴생활을 유지할만한 소득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은퇴생활 전반에 걸쳐 장기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후별다른소득원이없는이들을위한노후소득보장제

도의체계적보완이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실증분석 <표 6>의 결과와같이, 은퇴경

과기간별로 은퇴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건강상태는은퇴후경과기간에따른차이없이

은퇴생활전반에걸쳐건강상태가좋을수록은퇴전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전 마지

막일자리에서건강및노령의사유로은퇴한경우, 은퇴후

9년이상경과한이들에게서건강할수록은퇴후생활에만

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중고령은퇴자들

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은퇴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건강이 은퇴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노인의건강과동일시하여다루어져온것이사실

이다. 앞서논의된바와같이은퇴자들의내부구성은중년층

부터초고령층까지연령의폭이넓고은퇴에이르는경로또

한매우다양하며, 은퇴전서로다른근로생애를경험한이

질적인 성격을 갖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은퇴자들이건강한은퇴생활을 위하기위해서는은퇴자들

의 건강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노인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

져고령자의신체적건강에집중되기보다는그층위를달리

하여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심리적 적응을

비롯한정신건강서비스제공에대한관심이필요하며, 다수

의건강한은퇴자들이은퇴후시간이경과하면서신체적·

정신적건강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맞춤형생활건강서

비스가 은퇴생활 전반에 걸쳐 거주지역 가까이에서 제공될

필요가있다. 은퇴자들을위한생활건강서비스는각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복지관, 그리고 보건소가 연계되어

운 되어 은퇴준비과정부터 은퇴 후 지속적으로 은퇴자 개

인의 적응단계와 과정을 고려한 개인서비스 형태로 제공되

어야실효성있는은퇴생활적응지원이될것으로생각된다.

다섯째, 본연구에서은퇴초반에는은퇴적응에 향요인

이나타나지않다가 3~5년이경과하는시점에은퇴자의현

재상태관련특성(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월소득(+))

이은퇴적응 향요인으로나타나고, 은퇴후 9년이상경과

하면서 현재상태 관련 특성(성별(남자-),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과거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특성(은퇴시점의

소득액(-), 은퇴사유(파산도산등(-), 건강및노령(-)))까지도

은퇴생활적응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난점은은퇴

후경과기간에따라서로다른요인이삶의질을결정한다고

볼수있다. 이는은퇴후적응과정이은퇴후시간의흐름에

따라이루어지고각단계에서 향을미치는요인이다를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8단계로 제시한

Atchely(1976)의 은퇴적응단계에 대응하는 단계로 설명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생활적응도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향후은퇴자의은퇴생활을살펴보는데있어은퇴

자집단의이질성과함께적응해나가는과정에주목해야하

며, 그와같은은퇴자의특성과적응단계를고려하여은퇴자

들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이루어져야할필요성을제기한

다. 또은퇴자들의은퇴적응을돕기위한은퇴설계와은퇴생

활준비에대한교육또한은퇴자들의이질성과은퇴자들의

적응단계를고려하여다양하고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자들의 은퇴생활적응과 관련

된다양한연구들이축적되고이를통해우리나라은퇴자들

의은퇴생활적응의유형과단계를설명할수있는이론구축

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은퇴

과정과 은퇴생활적응을 내용으로 한 교육자료의 생산이 이

루어져야한다. 또그와같은교육자료를학교교육에활용함

은물론, 은퇴자들을대상으로하는사회서비스현장에서은

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생활

적응을위한가족프로그램의개발도이루어져야한다.

2. 연구의 한계

본연구는분석자료의제한으로인하여다음과같은한계

가있음을밝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은퇴자의 은퇴 후 경과기간

별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을살펴보고자하 으나, 1회차

로구축된패널자료를사용함에따라동일한은퇴자의은퇴

후 경과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볼 수 없었다. 자료

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은퇴경과기간별로 이질적인 대상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적응의 향요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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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되었는데, 이는 반복조사로 패널자료가 축적되어 자

료가확보된다면, 추후패널자료의특성을살려은퇴자동일

대상의은퇴후경과기간에따른은퇴적응패턴과은퇴적응

의 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

내에 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종단데이터

(longitudinal data)가구축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는 은퇴생활적응의 단계를 주로 현

상이나정서적변화등에초점을맞추어구분한반면경과기

간구분에따른은퇴생활적응양상에대한명확한이론적근

거는 축적되지 못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적응을 살펴보기 위한 은퇴 후 경과

기간을여러차례에걸쳐재조정하 다. 분석대상의은퇴후

경과기간을0~2년, 3~5년, 6~9년, 9년이상으로나눈결과,

경과기간별로이질적특성을얻었는데, 이는은퇴후경과기

간이 9년이상인은퇴자들이 43.7%를차지하는분석대상의

특성에 기인한다. 국내에 은퇴자들의 은퇴생활적응을 살펴

볼 수 있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패널자료가 부재한 가운

데, 본연구에사용되지않은자료로동일주제에대해분석

할경우분석대상이나자료의특성에따라상이한결과를보

일수있음을밝힌다.

셋째, 본분석에서는기초분석으로은퇴자의특성별은퇴

후 경과기간과 은퇴 전후 삶의 만족도를 각각 제시하 다.

이는 분석대상 중 은퇴 후에 만족하는 은퇴자의 비율이

8.8%에그쳐, 은퇴전후만족도를은퇴후경과기간별로분

석하 을때각셀의기대빈도가5보다적은경우가있어결

과 <표 7>에변수들의 향력을은퇴경과기간별로명확하게

파악할수없는한계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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