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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균형 성장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사

회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1].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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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wareness 

of their old age, and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among dental hygienis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58 dental hygienists in Seoul, Gyeonggido, Incheon and Gangwondo 

from September 30 to October 30,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10 items), 

life satisfaction (10 items), awareness of old age (13 items) and preparation for old age (23 items). 

Respondents were asked to choose on the Likert 5-point scale. Results: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life satisfaction, awareness about old age and preparation for old age among dental hygienists 

(p<0.01): physical preparation for old age wa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wa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wareness for old age, 10 or more years of experience as dental hygienist and 

having offspring (two or more children). Psycho-emotional preparation for old age wa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awareness for old age.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old age for their old age among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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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우리의 당면과제가 되었으며, 노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특히, 우리 사회 노

인 문제는 노인 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장된 수명에 맞지 않는 퇴직제도, 사회적 역할의 상실, 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가지게 되고, 소외, 고독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2]. 

노후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나 신체적 변화 보다는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인지하

는 것으로 노년층의 삶의 태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3] 노후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후준비는 중년에서 노인으로 넘어갈 때를 대비하여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4]. 노후를 준비 한다는 것은 노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

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5] 이를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하다.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해 생활주체가 경험하는 객관적 및 주관적 느낌의 복합 상태이며 개

인이 자신의 현재 위치와 활동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을 의미한다[4]. Rowe와 Kahn [6]은 장애가 없

고, 육체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서 적극적인 활동 추구를 통한 생활만족도 증가 등이 성공적 노

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후가 가능하므로[7] 노후준

비를 위해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는 작은 규모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수명이 길지 않고, 복지와 정년, 은퇴와 퇴직에 관한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

서 젊은 시절부터 퇴직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관리와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노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노후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노후와 관련된 연구에는 노후준비[1,2], 퇴직 후 노년생활 및 

직업에 관한 인식[8], 은퇴준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9]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많지 않은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

과위생사들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생활 준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 근무하는 치

과위생사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가 

설문지 또는 온라인 설문지에 자기기입방법으로 작성하였다. 2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설문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 가운데 결측값이 많은 12부를 제외시

키고 246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α=0.05, 중간수준효과 0.15, power 1-β=0.95를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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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최소 174명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한양여자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01- 

201609-HR-018-02)를 거쳐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근무형태, 근무경력, 주당 근무시간, 근무기

관, 월 평균 수입, 부동산 소유, 자녀수로 구성된 10문항이었다. 생활만족도는 고[10]가 사용한 평가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10문항 사용하였고,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는 허와 권[11]이 사용한 평

가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노후에 대한 인식 13문항, 노후 준비 23문항, 하위항목으로 신

체적 노후준비 9문항, 경제적 노후준비 9문항, 심리 정서적 노후준비 5문항, 총 56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계산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생활만족도 Cronbach’s alpha=0.877, 노후에 대한 인식 Cronbach’s alpha= 

0.862, 신체적 준비 Cronbach’s alpha=0.800, 경제적 준비=0.782, 심리 ․ 정서적 준비 Cronbach’s 

alpha=0.842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전체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9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0 (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노후준비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

를 사용하였고, Tukey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는 3.12점, 노후에 대한 인식은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 하위항목으로는 신체적 준비 

3.01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제적 준비 3.13점, 심리 ․ 정서적 준비 3.82점 순으로 높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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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fe satisfaction, awareness of old age and preparation for old age (N= 246)

Division Number of question Mean±SD

Life satisfaction 10 3.12±0.61

Awareness of old age 13 4.07±0.43

Preparation for old age

  Physical 9 3.01±0.62

  Economic 9 3.13±0.62

  Psycho-emotional 5 3.82±0.64

  Total 23 3.32±0.49

Table 2. Life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old 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6)

Characteristics N
Life satisfaction Awareness of old age

Mean± SD t/F(p)* Mean± SD t/F(p)*

Age

  ≤25 99 2.95±0.60b

9.381

(<0.001)

4.04±0.45 2.129

(0.097)  26-30 53 3.06±0.62b 4.08±0.35

  31-35 29 3.14±0.67b 3.94±0.51

  36≤ 64 3.44±0.47a 4.17±0.39

Marital status

  Single 158 3.00±0.62 -4.452   

(<0.001)

4.07±0.44 -0.200

(0.841)  Married 88 3.35±0.53 4.08±0.41

Education level

  College 129 3.05±0.64b

11.306   

(<0.001)

4.11±0.41a

8.792

(<0.001)  University 79 3.04±0.55b 3.93±0.44b

  Graduate 38 3.54±0.48a 4.25±0.35a

Estate

  Yes 66 3.44±0.53 5.184

(<0.001)

4.11±0.49 0.861

(0.390)  No 178 3.00±0.60 4.06±0.42

Number of children

  None 174 3.03±0.62b

11.482   

(<0.001)

4.06±0.43 2.386

(0.094)  1 23 3.12±0.50b 3.94±0.40

  2≤ 48 3.49±0.48a 4.17±0.40

Working career

  1-4 119 2.97±0.63b

11.848   

(<0.001)

4.06±0.44 0.354

(0.702)  5-9 47 3.09±0.63b 4.05±0.37

  10≤ 79 3.38±0.50a 4.10±0.44

Working hours/week

  ≤40 184 3.15±0.60 1.648

(0.101)

4.10±0.44 2.005

(0.046)  40< 60 3.01±0.63 3.98±0.39

Working status

  Regular worker 205 3.15±0.62 2.066

(0.129)

4.08±0.41 2.487

(0.085)  Contact worker 31 2.91±0.53 3.95±0.50

  Part time 9 3.10±0.75 4.28±0.48

Income

  <200 84 3.00±0.63 -2.885

(0.004)

4.02±0.43 -1.990

(0.048)  200≤ 96 3.26±0.60 4.16±0.46
a,bdenotes the same sub group by Tukey test
*by t-test or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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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경력, 월 평균 수입, 부동산 소유, 자녀수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연령에서는 36세 이상(3.44점),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3.35점), 학력에서는 대

학원(3.54점), 근무경력에서는 10년 이상(3.38점), 부동산 소유한 경우(3.44점),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3.49점)에서 높았으며(p<0.001), 월 평균 수입에서는 200만원 이상에서 높았다(p<0.01).

노후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력, 주당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학력에서는 대학원(4.25점)에서 노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p<0.001), 주당 근무시간에서는 40시

간 이하(4.10점), 월 평균 급여에서는 2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Table 3>과 같다. 노후준비 하위항목으로 신체적, 경

제적, 심리 ․ 정서적 준비로 나누었을 때 신체적 준비에는 연령, 학력, 근무경력, 월 평균 수입, 자녀수

에서 차이가 있었다(p<0.01). 연령은 36세 이상(3.24점), 학력은 대학원(3.32점), 근무경력은 10년 

이상(3.19점),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3.13점),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3.27점) 신체적 준

비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준비에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 평균 급여, 부동산 소유, 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연령은 36세 이상(3.51점), 결혼 상태는 기혼(3.42점), 학력은 대학

원(3.32점), 근무경력은 10년 이상(3.45점),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3.41점), 부동산 소유(3.47

점),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경제적 준비가 높았다(p<0.001). 근무형태는 정규직(3.17점)인 경우 

경제적 준비 점수가 높았다.

심리 ․ 정서적 준비에는 학력, 주당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부동산 소유에서 차이를 보였다

(p<0.05). 학력은 대학원(4.09점),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3.86점),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

상(3.95점), 부동산을 소유(3.97점)한 경우 심리 ․ 정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4.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와의 상관관계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활만족

도는 노후에 대한 인식(r=0.306, p<0.001), 신체적 준비(r=0.392, p<0.001), 경제적 준비(r=0.361, 

p<0.001), 심리 정서적 준비(r=0.539, p<0.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노후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준비(r=0.185, p<0.01), 경제적 준비(r=0.238, p<0.001), 심리 ․ 정서적 준비(r=0.397, 

p<0.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체적 준비는 경제적 준비(r=0.462, p<0.001), 심리 ․ 정서

적 준비(r=0.454, p<0.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경제적 준비와 심리 ․ 정서적 준

비의 관계는(r=0.326, p<0.001)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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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paration for old 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6)

Characteristics N

Preparation for old age

Physical Economic Psycho-emotional 

Mean± SD t/F(p)* Mean± SD t/F(p)* Mean± SD t/F(p)* 

Age  

  ≤25 99 2.87±0.63b

4.765   

(0.003)

2.87±0.53c

16.222   

(<0.001)

3.71±0.70 2.642   

(0.050)  26-30 53 2.98±0.62ab 3.12±0.57bc 3.86±0.64

  31-35 29 3.03±0.51ab 3.20±0.53b 3.76±0.60

  36≤ 64 3.24±0.60a 3.51±0.63a 3.98±0.50

Marital status  

  Single 158 2.95±0.65 -1.901 

(0.059)

2.97±0.55 -1.864  

(<0.001)

3.76±0.68 -1.842   

(0.067)   Married 88 3.11±0.57 3.42±0.63 3.91±0.54

Education level  

  College 129 2.90±0.64 7.052   

(0.001)

3.03±0.57 15.040   

(<0.001)

3.76±0.67 4.471   

(0.012)   University 79 3.04±0.53 3.07±0.54 3.77±0.65

  Graduate 38 3.32±0.63 3.32±0.63 4.09±0.44

Estate  

  Yes 66 3.13±0.62 1.952   

(0.052)

3.47±0.62 5.603   

(<0.001)

3.97±0.56 2.345 

(-0.020)   No 178 2.96±0.62 3.00±0.57 3.75±0.66

Number of children  

  None 174 2.96±0.63ab

5.459   

(0.005)

3.00±0.58b

18.547   

(<0.001)

3.78±0.66 2.762   

(0.065)   1 23 2.87±0.50b 3.18±0.52b 3.73±0.72

  2≤ 48 3.27±0.58a 3.58±0.61a 4.01±0.45

Working career  

  1-4 119 2.92±0.63 4.924   

(0.008)

2.93±0.53 18.825   

(<0.001)

3.76±0.70 2.214   

(0.111)  5-9 47 2.93±0.62 3.10±0.61 3.76±0.63

  10≤ 79 3.19±0.58 3.45±0.63 3.94±0.51

Working hours/ week  

  ≤40 184 3.00±0.62 -0.100   

(0.920)

3.14±0.63 0.593   

(0.554)

3.86±0.62 2.209   

(0.028)   40< 60 3.01±0.64 3.09±0.59 3.66±0.66

Working status  

  Regular worker 205 3.01±0.63 0.339   

(0.713)

3.17±0.62 3.444   

(0.034)

3.82±0.62 1.112   

(0.331)   Contact worker 31 3.05±0.55 2.87±0.57 3.86±0.68

  Part time 9 2.85±0.65 2.98±0.54 3.51±0.81

Income  

  <200 84 2.87±0.64 -2.818  

(0.005)

2.84±0.52 -6.498  

(<0.001)

3.73±0.73 -2.160   

(0.032)   200≤ 96 3.13±0.57 3.41±0.66 3.95±0.60
a,b,cdenotes the same sub group by Tukey test
*by t-test or one-way ANOVA

Table 4.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wareness of old age and preparation for old age

(N=246)

Division
Life 

satisfaction

Awareness for 

old age

Physical 

preparation

Economic 

preparation

Psycho-

emotional 

preparation

Life satisfaction 1

Awareness of old age 0.306** 1

Physical preparation 0.392** 0.185* 1

Economic preparation 0.361** 0.238** 0.462** 1

Psycho-emotional preparation 0.539** 0.397** 0.454** 0.326** 1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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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같다. 신체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

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6%, 수정된 설명력은 16.1%이었

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lated factors of physical preparatione

Division B SD β t p
*

Life satisfaction 0.400 0.067 0.407 5.943 <0.001

F=35.321 (p=0.001), R2=0.166, Adj R2=0.161

1) Dependent variables: physical preparation

2) Excluded variables: age, education1 (university=1), education2 (graduate=1), working career1 (5∼9 years=1), working 

career2 (10 years above=1), income, number of children1 (1=1), number of children2 (2 above=1), awareness for old age 

6.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제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

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8.5%, 수정된 설명력은 26.9%이었

다. 생활만족도(p<0.05)와 노후에 대한 인식(p<0.01)이 높을수록, 10년 이상의 경력(p<0.01), 2명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p<0.05)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lated factors of economic preparation 

Division B SD β t p

Life satisfaction 0.190 0.074 0.181 2.562 0.011

Awareness of old age 0.280 0.099 0.192 2.827 0.005

Working career (10 years above=1) 0.343 0.118 0.240 2.913 0.004

Number of children (2 above=1) 0.295 0.137 0.177 2.159 0.032

F=17.445 (p=0.001), R2=0.285, Adj R2=0.269

1) Dependent variables: economic preparation

2) Excluded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single=0, married=1), education1 (university=1), education2 (graduate=1), 

working career (5∼9years=1), working status1 (contact worker=1), working status2 (part time=1), income, estate 

(yes=0, no=1), number of children (1person=1)

7. 심리 ․ 정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 ․ 정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심리 ․ 정서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만족도와 노후

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8.6%, 수정된 설명력은 37.9%

였으며,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 ․ 정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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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lated factors of psycho-emotional preparation

Division B SD β t p

Life satisfaction 0.547 0.067 0.511 8.183 0.001

Awareness of old age 0.334 0.093 0.225 3.598 0.001

F=55.430 (p=0.001), R2=0.386, Adj R2=0.379

1) Dependent variables: psycho-emotional preparation

2) Excluded variables: education1 (university=1), education2 (graduate=1), income, estate (yes=0, no=1), working hours 

(40 times below=0, 40 times above=1) 

총괄 및 고안

노년기는 쇠퇴기라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다[7]. 노년기를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노년기를 대

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

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

령, 근무경력과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기혼, 대학원 이상의 학력, 부동산 소유와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12]의 연구에서는 개인 소득은 양의 효과를 가지

고,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의 비선형 효과를 보였

으며, 기혼, 자기 소유의 집을 보유한 경우, 15세 이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와 배[13]의 연구에서도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했다. 결혼으로 인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은 느끼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긴밀한 관계가 오히려 생

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며,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이사, 월세, 전세금 인상 등의 스트레스

를 받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와 월 200만원 이

상 수입이 있는 경우 노후를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과 우[1]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

을수록 치과위생사들의 노후 준비에 따른 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와 지

식의 습득이 많게 되고, 이는 노후를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은 생애과

정에서 전반적으로 부를 예측하는 요인[14]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근

무시간이 적을수록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노후준비 하위항목을 신체적, 경제적 및 심리 ․ 정서적 준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근

무경력과 월 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가 2명 이상, 기혼, 정규직으로 근무, 부동산 소유, 주당 40시

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와 이[15]의 연구

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체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최와 최[16]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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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이[9] 등의 연구 결과 연령, 근무경

력, 수입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와 이[15]의 연구에서도 

연령, 교육 정도, 근무기간과 연봉이 높을수록 기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와 최[16]의 연구에서도 학력, 월평균 수입,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가 있는 경우 경제적 준비를 잘하고 있어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강[17]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정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이[18]의 연구에서 학력이 중졸보다 대졸에

서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고, 주거 자가 소유자들이 사회 ․ 정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 하위항목 모두 학력과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 하위 항목간의 관련성에서는 생활만족도, 노

후에 대한 인식,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심리 ․ 정서적 준비 모두 상호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높고 노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활만족도와 노후 준비에 대한 하위 항목인 심리 ․ 정서적 준비에서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 ․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보

여 진다. 

노후 준비 하위항목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및 심리 ․ 정서적 준비를 종속변수로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생활만족

도가 노후준비 하위항목 모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일시적인 경험이지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2].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와 심리 ․ 정서적 준비와 관련

이 있었으며, 경력이 많고 자녀를 많이 가진 경우 경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

사의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주시할 필

요가 있고, 결혼과 출산 후에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도시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조사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

화하기엔 제한점이 있다. 추후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고,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46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12점 이었고, 노후에 대한 인식은 평균 4.07점이었다. 노후준

비를 하위요인으로 나누었을 때 심리 ․ 정서적 준비 평균 3.82점, 경제적 준비 평균 3.13점, 신체적 

준비 평균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2. 생활만족도에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경력, 월 평균 수입, 부동산 소유, 자녀수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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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고, 노후에 대한 인식에는 학력, 주당 근무 시간, 월 평균 수입에 차이를 보였다.

3. 노후준비를 하위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신체적 준비에는 연령, 학력, 근무경력, 월 평균 수입, 자녀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경제적 준비에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 평균 수

입, 부동산 소유,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 ․ 정서적 준비에는 학력, 

주당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부동산 소유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생활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심리 ․ 정서적 준비 간의 상호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5.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가 높았고, 생

활만족도와 노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10년 이상의 경력,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경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 ․ 정서적 준비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과위생사의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생활만족도와 노후에 대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노후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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