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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6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의 압축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업 종사자는 대표적인 고임금 근로자들로 업종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융업 종사자 대부분이 정

년이전에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 이후에 성공적인 전직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및 대구지역에 근무하는 금융업 종사자 280명이고, 자료 분석은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은퇴를 새로운 출발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으나, 가족관계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는 가족관계와 친구관

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업 종사자의 창업의지는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업 종사자의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 여부 및 직장 내의 직급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창업교육 경험 있음은 경험 없음

에 비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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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통계청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

상 노인 인구가 76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70
년에 3.1%에 불과했던 고령화율이, 2000년에는 7.2%로 고령

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으며, 2017년에는 14.2%에 이

르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고, 향후 2025년에는 

20.6%에 도달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9).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

행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이탈리아는 61년이 

걸렸고 대표적인 고령사회 국가인 일본조차도 24년이 걸렸는

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곧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게 된 것이다. 한편, 한때 대표적인 정년보

장 직종이던 금융기관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 조직 혁신 및 M&A(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로 변화되었다(박수진·최해진, 
2006). 그 후 1999년 은행권의 펀드 취급, 2003년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제도 도입,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비교적 단순․정형화된 업무를 규정 및 절

차에 따라 처리해 오던 금융기관들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업

종 간 업무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서로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

들과 예금, 보험상품, 펀드 판매 등을 극심하게 경쟁하기에 

이르렀다(한상영, 2013).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

결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융복합의 시대

가 도래하였는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

(AR), 무인 운송수단(Drone),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들로 인하여 모든 산업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

며, 그 중 금융분야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핀테크이다(이
진명, 2018; 이학수, 2019).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

(Technology)이 결합하여 인터넷 모바일 공간에서 새롭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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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는 달리 365일, 24시간,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으로 다양한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

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온라

인 쇼핑, 온라인 수업,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성묘 등 지금까

지 겪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언텍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심정상, 2021).
은행권에 따르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희망퇴

직을 통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을 떠난 임직원은 총 2,600여명으로 은행권 희망퇴직이 급증

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점포 통폐합이 꼽히는데 은행들은 비

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속에서 디지털 사업 다각화를 통한 효

율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서민지, 2021).
금융업 종사자는 대표적인 고임금 근로자들로 업종별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금융업 종사자 대부분이 정년이전에 희망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 이후에 성공적인 전직이나 창

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재명(2016)에 의하면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기대와 준비활동이 이직 및 창업의도와의 관

계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는데, 금융업의 특성상 다른 업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직무만족 및 보상만족이 높

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이직의도가 낮은 편이며 금융지식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퇴직 후 전직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설혹 재취업을 하더라도 취업하는 기간이 1∼2년으로 

단기이며 급여수준도 상대적으로 퇴직 전과 비교할 때 매우 

적어 퇴직 후 급격한 소득감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

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업 업종별로 새로운 전직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은퇴기대

은퇴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tchley(1976)는 “은퇴란 개인이 전일제가 아닌 고용상태로, 
이전 직업에 봉사했던 기간을 통해 획득한 퇴직연금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윤진(1986)은 퇴직을 직

업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갈망하지 않는 

경우도 은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윤
진, 1986)은 퇴직과 은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

퇴를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활동을 중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이경우 외, 2016). 과정의 

측면에서 은퇴는 새로운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연속적

인 과정이며 은퇴자라는 새로운 역할로 전이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남희경,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의 개념을 

퇴직을 포함한 은퇴로 보고 퇴직과 은퇴를 같은 개념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은퇴기대란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형성한 은퇴에 대한 생각

으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를 뜻한다. 본 연

구에서는 Hornstein & Wapner(1985)의 은퇴기대양식을 Gee & 
Baillie(1999)가 다음과 같이 분류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휴식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rest): 은퇴를 인생의 휴식기로

생각하고 단계적인 활동축소 또는 일에서 벗어나 쉬면서 노

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본다.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 은퇴를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

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또 다른 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일의 계속(Continuity): 은퇴를 일의 지속으로 생각하고 특별

히 중요한 사건이거나 결정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 은퇴를 직업 역할의 상실로 

생각하고 은퇴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으로 좌절감 및 상실감

을 주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은퇴기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나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

가 나타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은퇴에 긍정적이라는 연

구결과(Kilty & Behling, 1985)와 나이가 많을수록 은퇴에 부정

적이라는 연구결과(김향은·정옥분, 1992)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김향은·정옥분, 1992; 이승아·한경혜, 1998), 생활 수

준이 높을수록(이승아·한경혜, 1998; Atchley, 1980), 생산직보

다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이(이승아·한경혜, 1998; Burgess et 
al., 1958) 퇴직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홍혜전(2009)에 따르면 은퇴기대가 퇴직준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출발’과 ‘강요된 좌절’이 경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

발’과 ‘휴식으로 전환’이 신체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신기(2013)에 따

르면 중년층의 은퇴기대가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를 ‘새
로운 출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배재덕(2014)에 따르면 중년층이 

은퇴를 ‘새로운 출발’과 ‘강요된 좌절’로 인식할수록 경제적 

퇴직준비가 잘되어 있는 반면에 ‘휴식으로 전환’은 경제적 퇴

직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사회적 지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

회화를 통해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인간은 타인

으로부터 관심과 사랑, 인정, 이해와 도움 등을 받고 싶은 욕

구를 느낀다. 이와 같은 욕구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79호) 253

미친다. 이런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제공 받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고 한다(이성희, 2020).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복합적이어서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로 분류하고 있다. Cobb에 의하면 사회

적 지지를 첫째,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

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원, 둘째, 존중과 존경을 받

고 있다고 믿게 하는 존중감 지원, 셋째, 의사소통 및 상호관

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관계적 지원망이라 정의하

였다(Cobb, 1976). 박지원은 사회적 지지를 정보적 지지(문제 

해결 도움), 정서적 지지(공감, 신뢰, 애정), 평가적 지지(타인

의 평가, 인정), 물질적 지지(물질제공)로 구분하였다(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의 구분은 공식적 지지(formal support)와 

비공식적 지지(informal support)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지지

(formal support)는 지역사회나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험, 사

회복지서비스, 공적 부조 등 사회적 수준의 공적지원을 말하

고, 비공식적 지지(informal support)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

루어지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이웃 등의 지원을 말한다(김
경호·김현옥, 2007). 서구사회는 공식적 지지가 발달한 데 비

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등 비공식적 

지지에 의한 사회적인 지지가 주를 이루는 현실에서 노년기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강

화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며 사회

적 지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의 다양한 견해를 바탕

으로 사회적 지지의 정의를 사회체계 내에서 타인(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포함하

는 사회적 지지망으로 하고자 한다.
서연옥(1995)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중년 여성의 자기 효

능에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

증진 생활방식에 있어 자기효능은 직접적인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오(2000)에 의하면 중년남성의 자기효

능,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실

현, 대인관계 지지, 스트레스 관리가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생활방식 하위개념과의 관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노년기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경우 

가족지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

강상태가 좋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건강 상태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유인영, 1996), 친구가 적을수록, 심리적 

지원이 적을수록, 친구와의 동질성이 낮을수록, 관계를 지속

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우울함이 높게 나타나 친구들과의 접

촉빈도에 따라 노인의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하근영·홍달아기, 1999). 여성노인의 경우 본인이 지각한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탁영란 외, 2003). 또한, 다수

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정

신건강, 생활만족 및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윤정·최혜경, 2001; 전혜정, 2004). 강신기(2013)

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층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노후준비로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

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실제적인 창업 여부보다는 미래에 본인이 창업

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다. 윤방섭

(2004)에 의하면 창업의지란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뜻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고, 창업가의 

경험과 태도를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강성일(2007)에 의하면 창업의지는 기업 설립과 관련

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 기업의 설립은 창업의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창업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의 건설이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고 하였다. 또한, 창업의지는 장래에 창업을 실행하려는 개인

의 잠재적 의지(Crant, 1996; 이기만, 2018)로, 자기 사업체를 

소유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김춘호, 
2019)로, 창업실행의 선행적 마음 상태(윤남수, 2012; 서성열, 
2018)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가가 보유한 자원을 활

용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새로운 사업 활동을 시작하려는 

개인특성(이승현, 2019)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된 의도

(옥준우 외, 2020)로도 정의하고 있다.
김동진 외(2009)의 초기 연구에서는 창업의도 결정요인을 개

인특성 요인, 환경 요인, 심리특성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점차 연구대상이 비전과 목표, 동기부여, 기술력, 창업교육 등

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성순, 2009). 창업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서는 잠재적인 창업가들이 조직이나 국가의 경제 활력에 미

치는 영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Shapero(1981)에 의하면 조직

이나 지역 또는 국가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

력(Resilience) 및 자기 쇄신적(Self renewing) 특성을 갖추고자 

할 때에는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창업가들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창업은 확실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Bird, 1988).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에서의 일차단계에 해당하

는 것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하는 핵

심역량이므로 창업의지에 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한 전반적

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Crant, 1996). 초

창기에는 창업의지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가 창업자의 행동모

델을 제시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관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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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의 연구는 비전과 목표, 
행동의지, 동기부여와 기술력, 사업 성패 관련 부담과 스트레

스, 창업 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Hayashi(1988)는 창업 결정에 있어서 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은 

체면(Face)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나 조화

(Accord)를 중시하며, 체면과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Redding(1982)도 창업 결정의 여러 

요인 중에 성공으로 인한 신분상승과 사업실패로 인한 위상

손상(Shame)이라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규

수(2009)에 의하면 사업 실패 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사업 

중단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무비율이

며, 기업 활성화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 가족들의 입지

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연호

(2009)에 의하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

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며, 사회적 문화요인 중에서는 기업 이

미지와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대학의 창업 강좌·창업자문단·
창업졸업생 네트워크 등과 같은 창업문화와 창업 지원프로그

램이라고 보았다. 창업의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초

기 연구에서는 창업의지 결정 시 창업자의 개인특성, 배경특

성, 심리특성 등에 관심을 두었다가 점차 동기부여, 비전과 

목표, 자금, 기술, 경영 및 인프라지원 등으로 확대되어 창업

교육에까지 연구되고 있다(박영수·고재윤, 2012; 노현철, 2018; 
서성열, 2018).

2.4 노후준비

노후준비란 노후 필요자원을 미리 마련하고 성공적이고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으로 ‘노후를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고 2015년 12월 23일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진근, 
2021). 노후준비에 대한 하위요인 구성은 신체적 노후준비, 경
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심리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

후준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최혜련, 2012; 오병철, 2012; 이남·
한정란, 2014; 진주영·하규수, 2016; 서정숙, 2018). 노후준비를 

이정화(2009)의 경우는 신체적 준비, 사회적 준비 및 경제적 

준비로, 황승일 등은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 

및 여가 준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황승일, 2000). 이렇듯 

노후준비를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노후준비는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및 정서‧사회

적 준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노

후준비 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학자마다 여러 차

원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

적, 사회․정서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강유진, 
2005; 이정화, 2009, 전귀연·배문조, 2010)이나 여가준비(황승

일, 2000; 배문조, 2009), 생활대책, 주거대책, 취업대책(전진

우, 2002) 등을 포함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후준비의 정의를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및 정

서·사회적 준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은퇴기대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일의 계속
∙강요된 좌절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친구관계

개인특성

창업의지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

<그림 1> 연구모형

홍혜전(2009)은 은퇴기대가 퇴직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입증하였고, 강신기(2013)는 중년층의 은퇴기대가 노

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배재덕

(2014)은 중년층의 은퇴 인식과 퇴직준비 관계를 분석하였다.
김순오(2000)에 의하면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지지가 건강증

진 생활방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탁영란 외

(2003)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

울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전혜정(2004)에 의하면 사회

적 지지는 노인의 정신건강,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신기(2013)에 의하면 중년층의 사회

적 지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호(2009)는 사업지향성과 네트워크 환경 등이 창업의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서성열(2018)은 창업의지

가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재명(2016)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에 따라 창업

의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금융업 종

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은퇴기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은퇴기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은퇴기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은퇴기대는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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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사회적 지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창업의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창업의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창업의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창업의지는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개인특성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은퇴기대는 강신기(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휴식으로

의 전환 6문항, 새로운 출발 6문항, 일의 계속 5문항, 강요된 

좌절 11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정종

현(2012), 강신기(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관계 5문
항, 친구관계 5문항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창업의지

는 하규수(2009), 윤백중(2012), 이재명(2016), 김택수(2016)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일부 문항 수정하여 총 9문항으

로 재구성하였고, 종속변수인 노후준비는 김주성(2010), 최혜

련(2012), 신계수(2012), 강신기(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9문항과 신체적 노후준비 8문항 및 정서․사
회적 노후준비 10문항, 총 27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일부 문항

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5일까지 수

도권 및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미회수 16부와 일부 페이지 전체 누

락 등 결측치가 있는 4부를 제외한 최종 280부를 최종 분석 

대상자로 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분포는 은행 84부, 
보험 36부, 증권 30부, 금융공기업 83부, 캐필털사 11부, 저축

은행 12부, 기타(금융연수원 등) 24부 등 총 280부이다. 금융

업 종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추출은 

임의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성 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의 개인특성

은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각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 및 감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대로 

금융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지만 은행권 등의 인력감축은 인

위적으로 급격하게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희망퇴직을 계속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의 설문분석 자료가 2016년 

자료이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현

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금융업 종사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추

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280명)의 개인특성을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최종 학력, 직업군, 직업 경력, 직급, 월 평균소득, 창업

교육 유무, 종교 유무 등 11문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구  분 인원 구성비

성별
남성 199 71.1
여성 81 28.9

연령   

30대 미만 24 8.6
30대 74 26.4
40대 138 49.3
50대 43 15.4

60대 이상 1 0.4

결혼상태
미혼 61 21.8
기혼 215 76.8

이혼 또는 별거 4 1.4

학력

고졸 이하 16 5.7
전문대 졸 13 4.6
대학교 졸 195 69.6
대학원 졸 56 20.0

직업군

은행 84 30.0
보험 36 12.9
증권 30 10.7

금융공기업 83 29.6
카드사, 캐피털사, 리스사, 투신사 11 3.9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12 4.3
기타 24 8.6

금융업
경력

5년 미만 36 12.9
5년 ∼ 10 미만 33 11.8

10년 ∼ 15년  미만 66 23.6
15년 ∼ 20년  미만 66 23.6

20년 이상 79 28.2

직급

사원 38 13.6
대리 32 11.4
과장 39 13.9
차장 103 36.8
부장 66 23.6

임원 이상 2 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 2.5
200만  원 ∼ 350만 원 미만 39 13.9
350만  원 ∼ 500만 원 미만 84 30.0
500만  원 ∼ 650만 원 미만 75 26.8

650만 원  초과 75 26.8
창업교육
경험

있다 27 9.6
없다 253 90.4

종교
있다 128 45.7
없다 152 54.3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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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는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창

업의지 및 개인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은퇴기대의 하위 개념은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일의 계속, 강요된 좌절에 관

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 개념은 가족관

계와 친구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의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기대에 대한 KMO(Kaiser-Meyer_Olkin)와 Bartlett의 검증

결과, KMO값이 .880로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들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

증에서도 유의확률이 .000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아이젠 값(eigenvalue)이 1.0이상인 4개의 요인

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1은 강요된 좌절, 요인 2은 휴식으로

의 전환, 요인 3은 새로운 출발, 요인 4는 일의 계속으로 명

명하였다. 은퇴기대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64.610%로 나타났

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이젠 값(eigenvalue)

이 1.0이상인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1은 친구관계, 
요인 2은 가족관계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72.814%로 나타났다.
창업의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KMO값이 .938로 요인분

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유의확률이 .000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성분만 추출되어 

해당 해법은 회전이 되지 않았으며, 요인 1은 창업의지로 명

명하였다. 창업의지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66.311%로 나타났

다.
개인특성 독립변수에 있어서는 인구통계학적인 문항 중 응

답자의 직업, 금융업 경력, 직급, 성별, 나이, 학력 및 창업교

육의 유무 등을 성분으로 설정하여 가설 검증을 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노후준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KMO값이 

.746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유의확률이 .000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젠 값

(eigenvalue)이 1.0이상인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1
은 신체적 노후준비, 요인 2은 경제적 노후준비, 요인 3은 정

서적 노후준비로 명명하였다. 노후준비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59.0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성 분석은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ɑ) 계

수 값은 일반적으로 0과 1사이에 있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0.8이상이면 매우 신

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들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결

과는 다음 <표 2>와 같고 검증 결과, 경제적 노후준비 측정 

변수 크롬바하 알파 계수는 0.611으로 낮은 수준의 측정변수

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은 모두 0.701∼0.939의 크롬바하 

알파 계수 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충족하며 양호

한 수준의 측정변수로 분석되었다.

구분 변수명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ɑ

은퇴
기대

휴식으로의 전환 6 6 .913

새로운 출발 6 6 .843

일의 계속 5 3 .701

강요된 좌절 11 9 .935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5 5 .899

친구관계 5 4 .914

창업 의지 창업의지 9 8 .939

노후
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9 5 .611

신체적 노후준비 8 5 .734

정서적 노후준비 10 10 .745

<표 2>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일의
계속

강요된
좌절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창업
의지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

휴식으로의 
전환 1 　 　 　 　 　 　 　 　 　

새로운
출발 .000 1 　 　 　 　 　 　 　 　

일의계속 .000 .000 1 　 　 　 　 　 　 　

강요된
좌절 .000 .000 .000 1 　 　 　 　 　 　

가족관계 -.161** .101 -.118* -.205** 1 　 　 　 　 　

친구관계 .071 .052 -.042 -.110 .000 1 　 　 　 　

창업의지 -.167** .210** .061 .002 .015 .098 1 　 　 　

경제적
노후준비 .055 .176** .076 .049 .027 .011 .049 1 　 　

신체적
노후준비 .113 .177** .039 -.059 .135* -.090 .096 .000 1 　

정서적
노후준비 .050 .066 -.002 -.214** .130* .624** .160** .000 .000 1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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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기대의 하위 개념인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일

의 계속 및 강요된 좌절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가족관계는 휴식으로의 전환, 강요된 좌절 간의 상관관계

가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일의 계속 간에는 

0.0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휴식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출발 간의 상관관계가 0.01 유의수

준 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새로운 출발 간에서, 그리고 신체적 노

후준비는 새로운 출발과 가족관계간에서, 정서적 노후준비는 

강요된 좌절, 친구관계 및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가 0.01 유

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노후준비와 

가족관계간에는 0.0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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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의 검증

‘은퇴기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1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두 선택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기대는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B=.355, p<.01).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하위 변수의 새로운 출

발(B=.176, p<.01)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R2 F

가설1 은퇴기대 → 노후준비

가설1-1 은퇴기대 → 경제적노후준비 .355 .032 9.054**

하위
변수

상수 -1.199E-16 .042 3.015**

휴식으로의 전환 → 경제적노후준비 .055

새로운출발 → 경제적노후준비 .176**

일의계속 → 경제적노후준비 .076

강요된 좌절 → 경제적노후준비 .049

가설1-2 은퇴기대 → 신체적노후준비 .270* .018 5.148*

하위
변수

상수 6.201E-18 .049 3.543**

휴식으로의 전환 → 신체적노후준비 .113

새로운출발 → 신체적노후준비 .177**

일의계속 → 신체적노후준비 .039

강요된 좌절 → 신체적노후준비 -.059

가설1-3 은퇴기대 → 정서적노후준비 -.050 .002 .695

하위
변수

상수 -3.954E-17 .053 3.833**

휴식으로의 전환 → 정서적노후준비 .050

새로운출발 → 정서적노후준비 .066

일의계속 → 정서적노후준비 -.002

강요된 좌절 → 정서적노후준비 -.214***

<표 4> 은퇴기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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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은퇴기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1-2도 채택되었다(B=.270, p<.05). 구체적으로 분석

하면, 하위 변수의 새로운 출발(B=.177, p<.01)이 신체적 노후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은퇴기대는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1-3은 기각되었다(B=-.050, p>.05). 그러나 강요된 좌절

(B=-.214, p<.001)이 정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은퇴기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

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두 선택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1은 기각

되었다(B=.038, p>.05). 또한,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노후준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2도 기각되었다(B=.046, 
p>.05). 그러나, 하위 변수의 가족관계(B=.135, p<.05)가 신체

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B=.754,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관계(B=.130, p<.01)와 친구관계(B=.624, p<.001)
가 정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R2 F

가설2 사회적 지지 → 노후준비

가설2-1 사회적 지지 → 경제적노후준비 .038 001 .202

하위
변수

상수 -8.640E-17 .001 .120

가족관계 → 경제적노후준비 .027

친구관계 → 경제적노후준비 .011

가설2-2 사회적 지지 → 신체적노후준비 .046 .001 .592

하위
변수

상수 4.500E-17 .026 3.759*

가족관계 → 신체적노후준비 .135*

친구관계 → 신체적노후준비 -.090

가설2-3 사회적 지지 → 정서적노후준비 .754*** .284 110.479***

하위
변수

상수 1.899E-17 .406 94.833***

가족관계 → 정서적노후준비 .130**

친구관계 → 정서적노후준비 .624***

<표 5>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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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의지는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3-1은 기각되었다

(B=.049, p>.05). 또한, ‘창업의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2도 기각되었다(B=.096, p>.05). 마지

막으로 ‘창업의지는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3은 채택되었다(B=.160, p<.01). 즉, 창업의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노후준비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창업의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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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R2 F

가설3 창업의지 → 노후준비

가설3-1 창업의지 → 경제적노후준비 .049 002 .671

가설3-2 창업의지 → 신체적노후준비 .096 .009 2.573

가설3-3 창업의지 → 정서적노후준비 .160** .026 7.288**

<표 6>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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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감마 회귀분석(gamma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종합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노후준비 및 하위개념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에 개인특성 중 연령, 결혼 여부 및 직장내의 직급은 

노후준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개인 특성

에서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정리하면, 노후준비

에서는 월평균소득이 200만원˜350만원 미만(B=-.949, p<.05)은 

월평균 소득 651만원 이상인 응답자에 비하여 노후준비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창업교육경험은 없

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비하여 창업경험이 있다(B=.660, p<.01)
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개인특성 중 남성(B=-.404, 

p<.05), 전문대 학력자(B=-.850, p<.05), 월평균 소득의 200만
원미만(B=-.3.198, p<.01), 200만원˜350만원미만(B=-.1.214, 
p<.01), 350만원˜500만원미만(B=-.481, p<.05), 500만원˜650만원

미만(B=-.637, p<.01)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의 영향을 미

쳤지만,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직업군(B=1.066, p<.05)
은 정(+)의 영향을 미쳤다.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의 직업

군(B=-.1.699, p<.05)은 부(-)의 영향을 미쳤고, 5년 미만 금융

업 경력자(B=1.789, p<.01), 5년이상 10년미만의 금융업 경력

자(B=.808, p<.05)의 개인특성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고졸이하의 학력(B=.778, 

p<.05)과 창업교육경험이 있다(B=.527, p<.05)는 정(+)의 영향

을 미쳤고, 2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의 월 평균소득(B=-1.132, 
p<.05)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B1) 비표준화계수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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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가설의 검증 결과

앞서 분석한 연구가설들의 검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표 9>와 같다.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

B1) B B B

(절편) 1.165 1.078 .116 -.657

성별(남성) -.169 -.404* .332 .008

연령(30대미만) -.595 -.708 -.189 .285

연령(30대) -.386 -.824 -.186 .681

연령(40대) .012 -.557 .349 .451

<표 7>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결혼상태(미혼) -.282 .214 -.821 .587

결혼상태(기혼) -.750 .129 -.964 -.026

학력(고졸이하) -.189 .070 .183 .778*

학력(전문대졸) .151 -.850* .233 .718

학력(대학교졸) -.198 -.008 -.127 .185

직업군(은행) -.061 .417 -.283 .121

직업군(보험) -.152 .331 .208 .104

직업군(증권) .076 .007 -.001 .349

직업군(금융공기업) .187 .540 -.253 .252

직업군(카드사,캐피털사,리스사,
투신사)

-.025 .036 -.462 .085

직업군(저축은행,새마을금고,
신협)

-.181 1.066* -1.699* .731

금융업경력(5년미만) .787 .054 1.789** -.225

금융업경력(5년~10미만) .045 .190 .808* -.062

금융업경력(10년˜15년미만) -.057 -.092 .407 .035

금융업경력(15년˜20년미만) .160 .029 -.132 .159

직급(사원) -1.016 -.074 -.835 .143

직급(대리) -.591 -.373 -.325 -.131

직급(과장) -1.269 -.427 -.591 -.802

직급(차장) -1.054 -.501 -.074 -.462

직급(부장) -1.083 -1.111 .102 -.615

월평균소득(200만원미만) -1.120 -3.198** .030 -.305

월평균소득
(200만원˜350만원미만)

-.949* -1.214** -.115 -1.132*

월평균소득
(350만원˜500만원미만)

.001 -.481* .473 -.326

월평균소득
(500만원˜650만원미만)

-.133 -.637** .071 -.399

창업교육경험(있다) .660** .225 .442 .527*

구분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1. 은퇴기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1-1 은퇴기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세부 
내용

독립변수 → 종속변수

휴식으로의 전환 → 경제적 노후준비 기각

<표 8> 가설 검증 결과 1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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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5.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

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결과 은퇴를 새로운 출발로 보는 사람들은 경

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중 은퇴를 일의 계속이나 

휴식으로의 전환으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
회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가족관계는 신체적 노후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사회

적 노후준비에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업 종사자의 창업의지는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서·사회적 노후

준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출발 → 경제적 노후준비 채택

일의계속 → 경제적 노후준비 기각

강요된 좌절 → 경제적 노후준비 기각

가설1-2 은퇴기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세부 
내용

독립변수 → 종속변수

휴식으로의 전환 → 신체적 노후준비 기각

새로운 출발 → 신체적 노후준비 채택

일의계속 → 신체적 노후준비 기각

강요된 좌절 → 신체적 노후준비 기각

가설1-3 은퇴기대는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세부 
내용

독립변수 → 종속변수

휴식으로의 전환 → 정서적 노후준비 기각

새로운 출발 → 정서적 노후준비 기각

일의계속 → 정서적 노후준비 기각

강요된 좌절 → 정서적 노후준비 채택

가설2. 사회적 지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2-1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세부 
내용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족관계 → 경제적 노후준비 기각

친구관계 → 경제적 노후준비 기각

가설2-2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세부 
내용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족관계 → 신체적 노후준비 채택

친구관계 → 신체적 노후준비 기각

가설2-3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세부 
내용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가족관계 → 정서적 노후준비 채택

친구관계 → 정서적 노후준비 채택

가설3. 창업의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3-1 창업의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2 창업의지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3 창업의지는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독립변수 →

종속변수 채택=0
기각은 
공란처리

노후
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

성별(남성) → O

연령(30대미만) →

연령(30대) →

연령(40대) →

결혼상태(미혼) →

결혼상태(기혼) →

학력(고졸이하) → O

학력(전문대졸) → O

학력(대학교졸) →

<표 9> 가설 검증 결과 2 (종합)

직업군(은행) →

직업군(보험) →

직업군(증권) →

직업군(금융공기업) →

직업군(카드사,캐피털사,리스
사,투신사)

→

직업군(저축은행,새마을금고,
신협)

→ O O

금융업경력(5년미만) → O

금융업경력(5년~10미만) → O

금융업경력(10년˜15년미만) →

금융업경력(15년˜20년미만) →

직급(사원) →

직급(대리) →

직급(과장) →

직급(차장) →

직급(부장) →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 O

월평균소득
(200만원˜350만원미만)

→ O O O

월평균소득
(350만원˜500만원미만)

→ O

월평균소득
(500만원˜650만원미만)

→ O

창업교육경험(있다)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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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금융업 종사자의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 여부 및 직장내의 직급은 노후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창업교육 경험있

음은 경험없음에 비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남성, 전문대 학

력자, 저축은행 직업군이 부(-)의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저축은행 직업군이 부(-)의 영향을, 10년 미

만의 금융업 경력자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고졸이하 학력자와 창업교육 경험있음

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이전

에는 대부분 노인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일의 계속, 강요된 좌절), 사회적 지지(가족관계, 친구관계) 및 

창업의지가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개인특성에 따른 노후준비(경제적, 신체

적, 정서·사회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전 선행연구들이 대부

분 연구대상을 중년층이나 노인, 베이비부머 등 직종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세대구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무원, 
군인, 교사, 운동선수 등 특정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

지만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되 금융업

내에서도 은행, 보험, 증권, 금융공기업, 제2금융권 등 업종별

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는데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강신기(2013)의 연구에서는 중년

층의 은퇴기대와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노후준비를 종속

변수로 분석한 결과 은퇴기대와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재명(2016)의 연

구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노후준비)를 독립변수

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창업지지를 조절효과로 분석한 

결과 은퇴준비와 창업의도 간에 창업지지 조절효과가 나타났

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와 창업의

지를 독립변수로,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여 사회적 지

지와 창업의지가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서적 노후준비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함으

로써 연구대상과 방법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

겠다. 연구 결과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개인 및 업

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퇴직교육과 은퇴준비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노후준비 영

역별로 드물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구지역에 근무하

는 금융업 종사자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

의 한계점을 차기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 또는 금융업 업종별 

표본수를 확대하거나 다른 업종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의지와 창업교육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

화에 맞게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와 경제적, 신체적,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게 되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

이며,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및 대구지역에 근무하는 금융업 종

사자중 일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이

나 전국적인 조사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업 종사자에만 초점을 두어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양호한 선진

국과의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

적인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의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가와 그 결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면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금융업 이외의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속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은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와 관련한 개인의 의식과 각종 제도는 아직까지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향후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

게 우리 사회의 연금·보건복지·교육·의료서비스 등의 시스템

을 장기적으로 은퇴 준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인 및 사회

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최근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40년 이상이나 남은 자신의 노후와 자녀 양육비 및 부모 

부양비 지출로 인해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

한 나이별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

보나 체계적인 지식의 보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젊은 시

절부터 자기 계발 및 주도적인 은퇴준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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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금융업 종사자의 개인특성인 학력 및 소득, 업종의 환

경적인 차이에 따라 노후준비도 및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고

려하여 각 금융기관과 정부에서는 일률적인 정책수립 및 대

응보다는 개인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효율적인 노후준비 

및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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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over 65 is 7.69 million which consists 
of 14.9% of total population in Korea, and the world’s fastest compressed-aging is being processed.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as representative high-wage workers tend to choose voluntary retirement regardless of their business types, and rarely get a new 
job or establish their own business successfull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retirement expectations, social suppor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and the differenc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The subjects include 280 people 
working at Seoul metropolitan and Daegu are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Win Ver. 18.0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etc.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retirement expectations of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shows that the retirement expectations of the people who consider retirement is a new start meaningfully affect the financial and  
physical preparations for old age. Second, it is shown that family relations for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meaningfully 
affect the financial preparation, and family relations and friendship relations meaningfully affect the emotional and social preparations, 
despite social supports do not relevantly affect the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Third, it is also shown tha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does not relevantly affect the financial and physical preparations, but meaningfully 
affects the emotional and social preparations for old age. Fourth,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on the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shows that age, marital status, and job grade do not 
relevantly affect, but the experi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re affects the preparation for old age than no-experience. 

Keywords: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Retirement Expectations, Social Supports, Entrepreneurial Intention, Preparation 
for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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