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중년기는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인간 발달 과

정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1]. 최근 의학의 발달로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2020년 80.8세, 2025년 84.2세, 2030년 85.2세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2], 점차 중년기 이후 남성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년기는 노화불안, 정서적

공허함, 중압감 및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우울, 가족

위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3], 중년기의 변화

에 적응하지 못하면 노년기에 더 큰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다[4].

오늘날 급변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중년

의 남성들은 전통적인 규범과 성역할의 사회적 변화

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신체적 노화와 갱년기를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이 중년 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융·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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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간의 관계를 융·복합적 측면에서 파
악하고 이들 관계를 확인하여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S시에 거주하는
87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은 갱년기 증후군과 회복탄력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가 증상이 없는 대상자보다 회복탄력성은 낮고, 은퇴불안은 높았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을 효율적
으로 극복하기 위해 갱년기 증후군을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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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pause symptoms, resilience, and retirement anxiety
in the context of convergence. It is also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retirement anxiety by checking these
relationships. For data collection, the study surveyed 87 middel-aged men who were residing in S City from July 20
to October 25, 2019. This study found that middle-aged men's anxiety about retiremen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andropause syndrome and resilience. In addition, those with andropause syndrome had lower resilience and higher
retirement anxiety than those without sympto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efficiently overcome
retirement anxiety in middle-aged men, reduce andropause symptoms, and enhanc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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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5]. 중년기는 신체 변화를 통해 스스로 노

화를 깨닫게 되는데, 여성은 폐경기라는 신체적 변화

가 일어나는 반면, 남성은 호르몬 변화가 서서히 일어

나 갱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6].

또한, 남성 갱년기는 여성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

에 나타날 수 있으며, 뚜렷한 갱년기 지표 증상이 없

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과하거

나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

이 있다[7]. 남성갱년기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

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후군으로 특히 발기부전의 유

병률이 증가한다[8]. 남성 갱년기의 신체적 증상으로

는 체형의 변화와 성기능 감소가 있으며, 심리적 증

상으로 허무함, 분노조절의 실패, 우울,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6]. 남성 갱년기는 단순히 성기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가치 상실, 배우

자와의 갈등, 중년의 위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9].

또한,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남성은 신체적, 사회적

및 정신적 영역들이 낮게 나타나며 삶의 질 또한 저

하될 수 있기 때문에[10] 간호영역에서 관심을 가져

야 할 대상이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이를 완충시

키거나 긍정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변인으로 회복탄력

성을 언급하고 있다[11-12].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한 개인이 자신의 역경이

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내부자원과 외부 자원을 적

절히 잘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3]. 회복탄력성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면 향상될 수

있다[14]. 중년 남성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이해받고 스스로의 효율적인 대처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노년기를 잘 준비해야 한다

[15].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작은 일에도 우울감을

보이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4, 16]. 반면에, 회

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나 심각한 장애에

직면했을 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맞서 대처

한다[14]. 특히, 퇴직을 앞둔 대상자에게 회복탄력성

을 높임으로써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17] 회복탄력성은 중요하다.

은퇴불안은 은퇴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

려 및 걱정 같은 심리적 상태로 적응행동을 방해한다

[18]. 은퇴로 인해 직업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은퇴

와 더불어 가족관계, 친구관계의 변화 및 신체적 변화

가 일어난다[19].

은퇴불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운동선수를 중심

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20-21], 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19, 22]등으로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년 남성의 은퇴불안에 회복탄력성이 어떠

한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는 것은 중년기의 위기감을

예방, 극복 및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후

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추

후 갱년기 중년 남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

성, 은퇴불안의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을 비교한다.

3) 대상자의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를 확인하

여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 소재한 40세 이상 65세 미

만 성인 남성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

의수준 .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11개(일반적 특성

9개,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로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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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83명으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95명의 대상자

를 표집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 5부, 미회수 3부

를 제외한 최종 87부를 분석하였다.

3.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L마트와 E마트를 방문하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모집하였으나, 참

여가 저조하여,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와

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

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N소재 맛집으로 소개된 T 순

대국집에 방문하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직

접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 후 자료 수집을 시

행하였다.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조사결

과는 연구목적에만 이용될 것임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3.4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남성 갱년기 10문

항, 회복탄력성 25문항, 은퇴불안 18문항으로 총 61

문항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이다.

3.4.1 남성 갱년기

Morley 등[23]이 개발한 ADAM(Androgen

Deficiency in Aging Male)을 김수웅 등[24]이 한국

어로 번안한 남성 갱년기 도구(Korean version of

ADAM, K-ADAM)이다. 이 도구는 성욕, 기력, 체력

및 지구력, 키, 삶의 즐거움, 울적함과 짜증, 발기력,

운동능력, 수면, 일의 수행능력에 대한 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으

며 성욕 또는 발기 문항에 ‘예’라고 응답하거나 나머

지 8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예’이면 남성 갱년기로

분류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 많

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다.

3.4.2 회복탄력성

Conner와 Davidson[25]이 개발한 도구인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를 백현

숙 [11]이 번안한 한국형 CD-RISC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강인성(hardness) 9문항, 지속성

(persistence) 8문항, 낙관주의(optimism) 4문항 ,지지

(support) 2문항, 영성(spiritual in nature) 2문항 등 5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백현숙 [11]도

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었다.

3.4.3 은퇴불안

이은주 등[26]이 개발한 중년기 은퇴불안척도

(Middle-Aged of Retirement Anxiety

Scale;MARAS)로 은퇴불안에 대한 심리적 요인, 신

체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4요인(총 1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은

퇴불안이 높게 지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은주 등

[26]의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의 Cronbach’s α는 .96,

신체적 요인은 .84, 경제적 요인은 .74, 사회적 요인은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은퇴불안의 Cronbach’s α는 96

이었으며, 심리적 요인의 Cronbach’s α는 .95, 신체적

요인은 .91, 경제적 요인은 .91, 사회적 요인은 .79이었다.

3.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조사연구는 SPSS 24.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후군, 회

복탄력성, 은퇴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집

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세 집단 간 차이는 일

원배치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은퇴불안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3.6 윤리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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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 참

여나 포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연구 진행 중 언

제라도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연구 동의서를 통해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련번호로 기재하

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

을 것이며,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열람되고 분석되었

다. 연구 대상자의 정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 책임자의 연구실에 자료보관함을 마련하여 별도

로 보관하였다. 인적사항이 적힌 설문지등 연구관련

문서는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되 다른 법이

나 규정에 의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

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40세 이상 45세 미만이 26명

(29.9%)로 제일 많았으며, 기혼이 63명(72.4%)이었다.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7)

변수 n(%) 갱년기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연령(년)

40-45a 26(29.9) 3.08(±2.55)

1.722(.153)

91.77(±12.94)

0.656(.624)

45.15(±15.19)

2.484(.050)
a<d,e

46-50b 13(14.9) 4.33(±3.77) 90.54(±9.29) 50.46(±10.47)
51-55c 16(18.4) 3.88(±2.85) 88.13(±8.74) 56.56(±14.25)
56-60d 16(18.4) 4.94(±3.51) 87.06(±16.01) 57.25(±13.48)
61-65e 16(18.4) 5.50(±3.48) 85.19(±20.71) 53.44(±16.52)

결혼상태

미혼 9(10.3) 3.89(±2.47) 1.645(.158) 85.33(±12.93)

2.364(.047)

54.22(±11.54)

1.472(.208)

기혼 63(72.4) 3.90(±3.21) 91.35(±12.91) 49.98(±15.02)
별거 1(1.1) 7.00 88.00 49.00
이혼 7(8.0) 5.29(±3.15) 84.14(±14.51) 56.57(±12.58)
사별 5(5.7) 7.60(±3.36) 71.80(±22.48) 60.40(±18.01)
동거 1(1.1) 3.00 79.00 80.00

미혼자녀
수(명)

0a 15(17.2) 5.00(±2.51) 1.723(.153) 80.67(±15.29)

2.977(.024)
a<b<e<c<d

57.47(±11.29)

2.921(.026)
d<e

1b 21(24.1) 5.24(±3.83) 84.86(±16.31) 56.67(±13.71)
2c 40(46.0) 3.63(±3.23) 92.78(±11.85) 48.25(±15.83)
3d 9(10.3) 2.67(±1.66) 93.67(±8.76) 43.89(±10.15)
4e 2(2.3) 5.50(±3.54) 91.50(±17.68) 64.50(±21.92)

월수입
(만원)

200≤a 10(11.5) 7.20(±3.01)

2.760(.033)
e<a

71.50(±15.57)

6.242(.000)
a<b,c,d,e

66.90(±12.59)

3.667(.008)
c,d,e<a

200이상 - 
300 미만b 22(25.3) 3.73(±2.68) 87.18(±14.04) 51.55(±13.67)

300이상 - 
400미만c 23(26.4) 4.09(±3.04) 91.30(±13.17) 51.04(±15.45)

400이상 
-500미만d 15(17.2) 3.93(±3.65) 95.20(±8.74) 46.20(±12.71)

≥500e 17(19.5) 3.44(±3.18) 92.24(±11.08) 49.18(±14.26)

학력

초졸≤a 4(4.6) 4.00(±2.00)

1.848(.113)

85.00(±13.59)

4.511(.001)
b<e,f

53.50(±12.23)

3.138(.012)
e,f<b

중졸b 3(3.4) 7.67(±4.04) 67.67(±15.50) 74.67(±4.62)
고졸c 23(26.4) 5.00(±3.06) 83.43(±14.63) 52.83(±12.68)

전문대졸d 19(21.8) 4.72(±3.14) 86.77(±15.16) 56.79(±16.61)
대학교졸e 31(35.6) 3.39(±3.42) 94.84(±9.93) 46.94(±13.88)
≥대학원f 7(8.0) 2.71(±1.80) 97.00(±9.92) 45.57(±13.81)

종교 없다 51(58.6) 4.55(±3.28) 1.290(.259) 87.59(±13.84) 0.924(.339) 53.24((±14.38) 1.163(.284)
있다 36(41.4) 3.75(±3.12) 90.61(±14.54) 49.75(±15.50)

음주

음주안함a 10(11.5) 3.20(±2.20)

5.595(.001)
a,b<d

94.10(±10.48)

1.568(.191)

48.70(±17.63)

1.946(.111)
주 1회b 13(14.9) 2.15(±3.05) 92.46(±12.24) 47.46(±9.39)

주 2-3회c 39(44.8) 4.08(±3.03) 88.95(±15.01) 50.97(±15.34)
매일d 13(14.9) 7.42(±2.78) 80.77(±15.35) 61.69(±15.87)

한달에 2-3번e 12(13.8) 4.50(±3.00) 88.92(±12.46) 51.00(±11.79)

운동

안함 10(11.5) 4.56(±2.60)

0.147(.964)

86.70(±14.52)

0.845(.501)

54.90(±14.55)

1.666(.166)
주1회 18(20.7) 4.65(±3.64) 91.94(±12.44) 53.50(±16.23)

주2-3회 38(43.7) 4.08(±3.19) 88.03(±13.59) 52.79(±13.98)
매일 20(23.0) 3.95(±3.41) 87.60(±16.38) 48.40(±14.43)

한달에2-3번 1(1.1) 6.00 11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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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40명(46.0%)로 제일 많았

으며,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3명

(26.4%),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22명(25.3%)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1명(35.6%), 고등학

교 졸업 23명(26.4%)순이었으며, 종교는 있다가 36명

(41.4%), 음주는 주 2-3회가 39명(44.8%)이 제일 많

았다. 운동여부는 주 2-3회가 38명(43.7%), 매일 20명

(23.0%)이었다(Table 1).

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

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후군, 회복

탄력성, 은퇴불안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갱년기 증후군은 음주(F=5.595,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회복탄력성은 결혼상태

(F=2.364, p=.047), 미혼자녀수(F=2.977, p=.024),

월수입(F=6.242, p<.000), 학력(F=4.511, p=.001)와

유의하였다. 은퇴불안은 연령(F=2.484, p=.050), 미

혼자녀수(F=2.921, p=.026), 학력(F=5.595, p=.001)

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3 갱년기 증후군의 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

은퇴불안의 정도

갱년기 증후군의 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 은퇴불

안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60명, 69%)로 갱년기 증후군 없는 대상자(27,

31.0)보다 회복탄력성은 낮고(85.69±14.59), 은퇴불안

은 높았다(56.71±13.96).

4.4 대상자의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

퇴불안과의 관계

대상자의 갱년기 증후군의 정도는 평균 4.21±3.22이

었으며, 회복탄력성은 평균 88.84±14.13이었다. 은퇴불

안은 평균 51.79±14.86이었다. 분석결과 갱년기 증후군

은 회복탄력성(r=-0.454, p<.000)과 음의 상관관계를,

은퇴불안(r=0.599, p<.000)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은퇴불안은 회복탄력성(r=-584, p<.000)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5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연령,

미혼자녀수, 월수입, 학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령, 미혼자녀수, 월

수입, 학력은 투입 전에 더미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으며, 입력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

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통계량

이 1.900으로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오차간의 자기 상관성은 없었다. 분산팽창지

수(VIF)가 1.049-1.614 사이에 있어서 10보다 작음이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잔차의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흩어져 있어 선형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 표준화 잔차 P-P도표를 이

용하여 검정한 결과 잔차가 45도 직선에 근접하여 오

Table 3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과의
관계

　변수 M±SD 범위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
력성

은퇴
불안

r(p) r(p) r(p)
갱년기 
증후군

4.21
(±3.22) 0-10 1 　 　

회복탄력성 88.84
(±14.13) 25-125 -.454

(.000) 1 　

강인성 32.05
(±5.80) 9-45 -.300

(.000)

지속성 28.94
(±5.05) 8-40 -.354

(.001)

낙관주의 14.67
(±2.86) 4-20 -.096

(.375)

지지 7.34
(±7.34) 2-10 -.294

(.006)

영성 5.89
(±5.89) 2-10 -.060

(.578)

은퇴불안 51.79
(±14.86) 18-90 .344

(.001)
-.584
(.000) 1

심리적 
요인

14.24
(±5.20) 5-25 .247

(.021)
-.526
(.000)

신체적 
요인

14.38
(±4.73) 5-25 .434

(.000)
-.458
(.000)

경제적 
요인

15.07
(±4.68) 5-25 .213

(.047)
-.537
(.000)

사회적 
요인

8.10
(±2.51) 3-15 .308

(.004)
-.499
(.000)

Table 2. 갱년기 증후군의 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 은퇴불안의 정도
은퇴
불안 n(%)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있음 60(69.0) 5.86
(±2.51)

85.69
(±14.59)

56.71
(±13.96)

없음 27(31.0) 0.67
(±0.73)

95.12
(±11.58)

41.81
(±11.23)



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4호28

차의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연령

(β=53.606, ρ<.000), 미혼자녀수 (β=-8.618, ρ=.008)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1%

이었다. 갱년기 증후군을 추가한 모형 2는 설명력이

29.6%이었으며, 회복탄력성을 추가한 모형 3의 설명

력은 42.6로 연령(β=-5.582, ρ=.046), 갱년기 증후군

(β=0.729, ρ=.010), 회복탄력성 (β=-0.440, ρ <.000)

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논의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후군, 회복탄력성,

은퇴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는

69%(60명)이었다. 이는 중년남성의 63.8%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는 이미욱과 박효정[27]의 연구와 비

슷한 수준이었다.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의 갱

년기 증후군의 정도는 평균 4.21(표준편차 3.22)이었

으며, 갱년기 증상이 없는 대상자보다 회복탄력성은

낮고(85.69±14.59), 은퇴불안은 높았다(56.71±13.96).

한국 중년 남성에게 은퇴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

제, 사회관계망의 상실 등을 경험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상대적인 위축을 느끼며, 사회에서

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가족 관계의 비중이 높

아지는 시기이다[12]. 이러한 시기에 발현하는 갱년기

증후군으로 발기부전을 경험하거나 부부관계의 어려

움 등 성기능 저하 증상의 경험은[6], 중년 남성의 삶

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건강문제의 하나이며 본

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27].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고, 자녀

의 성장 이후 부부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며, 배우자 지지는 은퇴불안을 감소시키며, 부부

친밀감과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28]. 중년기의

건강은 노년기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년남

성의 건강 사정시 갱년기 증후군 증상을 포함하여 갱

년기 증후군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갱년기 증후군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여서 중년 남성들이 심리∙

정서적 치료를 통해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갱년기 증후군은 회복탄력성

(r=-0.454, p<.000)이 낮을수록 은퇴불안(r=0.599, p

<.000)이 높을수록 나타났다. 갱년기 증후군과 회복탄

력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큰 스트레스

를 받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16]. 은퇴불안은 여

성보다는 남성이 은퇴 후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29],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

만, 오윤자 등[12]의 기혼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혼중년남성의 의미있는 삶에 회복탄력성

과 은퇴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

성은 월수입(F=3.667, p=.008), 미혼자녀의 수

(F=2.921, p=.026)), 학력(F=3.138, p=.012)이었다.

오윤자 등[12]의 은퇴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월소득이 많고 배우자가 정규취

업인 경우, 은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은퇴

후에 경제적인 안정과 초기 성인기의 교육수준은 노

년기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초기 노년기 우울에 영

향을 줄 수 있다[4]. 최근 한국 중년기 성인의 실질,

감원, 조기 퇴직 문제 등으로 일가족을 살해 또는 가

족과 동반 자살한 사건[30] 등은 중년 성인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현상들이다. 중년 남성

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

Table 4. 은퇴불안 영향 요인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t(p) β t(p) β t(p) VIF

(상수) 53.606 27.80
(.000) 46.540 16.97

(.000) 87.894 8.94
(.000) 　

연령* -8.618 -2.72
(.008) -6.380 -2.09

(.039) -5.582 -2.03
(.046) 1.071

미혼
자녀수* -6.844 -1.44

(.153) -4.161 -0.92
(.360) -3.562 -0.87

(.386) 1.049

월수입* 12.428 2.34
(.022) 8.773 1.72

(.089) 2.240 0.46
(.645) 1.614

학력* 8.633 0.93
(.354) 8.103 0.93

(.354) 6.260 0.80
(.428) 1.396

갱년기
증후군 1.023 3.43

(.001) 0.729 2.63
(.010) 1.248

회복
탄력성 -0.440 -4.35

(.000) 1.354

R2(Adjusti
ed R2)

F(p)

.239( .201)
6.275(<.000)

.337(.296)
8.048(<.000)

0.467(.426)
11.376(<.000)

*더미처리: 연령은 40-45세 =1, 미혼자녀 4명 이상 =1, 월수입 200만원 
이하=1, 학력은 중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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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년 남성들의 갱년기 증후군

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학제적 간호중재를 통해 안녕

감을 높여 우울, 분노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은퇴불안의 영향 요인은 연령(β=-5.582, ρ=.046),

갱년기 증후군(β=0.729, ρ=.010), 회복탄력성 (β

=-0.110, ρ<.000)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삶

에 긍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은

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경화와 김기승[17]의 중

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퇴

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은퇴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

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여주고, 갱년기 증후군을 감소시

키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은퇴불안의 영향 요인에 연령이 들어

가므로 후속 연구로 40대, 50대, 60대의 중년 남성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6. 결론

본 연구 결과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에 갱년기 증후

군과 회복탄력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확

인되었다. 또한,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가 증상

이 없는 대상자보다 회복탄력성은 낮고, 은퇴불안은

높았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갱년기 증후군을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중년기 남성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중년기 남

성들을 모두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이로 인해 중

년기 내에서도 40대, 50대, 60대의 연령에 따라 중년

기 남성이 경험하는 은퇴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인

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

다.

각 직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즉 사업주와 직장인의 은퇴, 또는 은퇴

후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등이다. 이를 통제하지 못

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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