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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퇴불안에 미치는 향

상미, 전혜
단 학  행정 무 학원

The Effect of Spouse Support and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o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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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퇴직  앞   직  남  상  우  지지  지적 정 조절전략  퇴 안에 

미 는 향  확 하  하여 실시 었다. 에 우  지지  지적 정 조절전략  독립변  퇴 안  

종 변  정하 다.  해 울시, 경 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주  5개 도시에  근무하는  

직  남 들  상  문조사  실시하여 답  충 한 문  제 하고  313  료가 에 사용하

다. 다 회귀  사용하여 검 한 주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우 지지 수  간보다 낮았 나 

정 조절전략  간수  보다 다  았고, 퇴 안  간보다 다  낮  수 었다. 째, 우  지지는 퇴

안에 미한 적 향  퇴 안  낮 는  여한다. 째, 지적 정 조절전략  퇴 안에 한 

변  확 지 않았다. 결 적 ,  직  남  퇴 안  감 시키  해 는 우  지지  강화시

키는 실천적 접근  필 함  알 수 다.

주제어 : , 직 남 , 퇴 안, 우  지지, 지적 정 조절전략

Abstract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spouse support and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o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middle aged employed 

men worked in 5 major cities. 313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urvey except the ones 

insufficient respond.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Main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presented as follows. Spouse support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but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didn't have the effectiveness to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In conclusion, to alleviate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in conjugal relations spouse support need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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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기 남성들은 퇴직 후에도 지속 인 사회참여를

원하고 있고 긴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해서 일하고 싶

은 욕구들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년기 직장 남성들이

당면한 실은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도 에 정리해고,

강제퇴직, 명 퇴직, 인원감축 등으로 심리 기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 기 이후 어려워진 경

제난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40 ∼50

의 ㆍ장년 근로자들의 자발 혹은비자발 조기퇴

직이 상시화 되고 있으며 퇴직연령도 낮아지고 있

다[1].

이러한 년기남성의 심리 어려움은 퇴직 에는

불안, 조, 두려움의감정을, 퇴직 후에는직업이 개인에

게 제공해 온 유능감, 경제 안정성, 정체감, 자존심의

손상과 함께 분노, 우울, 수치심, 열등감, 외로움 등의 부

정 감정을 느끼게 된다. 년기 직장 남성의 정체감은

평생 동안 주로 자신의 직업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

난 20~30여 년간 지속해 온 직업을 상실한다는 것은 ‘생

활의 의미’ 자체를상실하는 일이기도하다[2]. 년기 직

장 남성의 이러한 실은 기 응이나 문제해결 능력,

자신감을 상실하고 상치 못한 문제들에직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리 으로 기를 맞게되며 심리

안녕감을 심각하게 하시킬 수 있다. 재직자들은 은퇴

를 스트 스와 불안의 시기로 지각하고, 만성 인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면서, 히 낮은 심리 안

녕감을 갖게 된다[3].

사실상, 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은 매우 실 이고

사회구조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개인에게 불가피

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구조 실

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년기 남성이 당면하는

은퇴불안의 실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들이 과도한 은

퇴불안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취약해지거나 심리

기를 맞지 않도록 계상의 지지체계 기능 인 심리

기제를 개발하는 것은 개인 , 가족 , 사회 차원에

서 매우 요한 발달과제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년기 남성의 심리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4]. 배우

자 지지란, 배우자로부터 지지받거나 사랑,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지 행동에 한 인지 평가, 그리

고 부부 계에서 소통되는 사회 지지의 하나의 측면으

로 배우자에게배려, 도움, 로, 지원을 제공하고제공받

는 행동이다. 사랑과 신뢰의 계로 형성된 배우자 지지

는 어떠한 외부자원의지지와 치될수 없으며 서로다

른 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회 지지를 받

을 수 있으며 실제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지지 받

고 있다고 지각할 때, 심리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보다

더 정 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한편, 년기남성의 불안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기능 인 개인 특성으로는 자아존 감, 처 략,

정정서 우울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그 처

략은 은퇴로 인한 스트 스 상황에 히 반응하여 문

제 해결을 돕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처 략에 따라 은

퇴에 한 응 수 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6]. 인지 정서조 략이란 정서 으로 지각된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다루는 인지 이고 의식 인 방법을 가

리키며, 인지 혹은 인지 과정은 감정과 정서를 조 하

고 리하는 것을 도우며, 정서를 통제하고 정서에 압도

되지 않도록 유지시킨다[7]. 인지 정서조 략은 스트

스 처 자원의 하나로, 개인의 스트 스가 높더라도

충분한 스트 스 처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극복하

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인지 정서

조 략은 인지 이며 의식 인 처 략으로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 조 할 수 있는가에 한 개념이다. 이러

한 인지 정서조 략 정 처 략과 부정

처 략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정 처 략보

다 부정 처 략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응 인 인지

정서조 략은 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년기 직장 남성의 불안이 차 요한

개인 , 가족 , 사회 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

에서, 배우자 지지 인지 정서조 략이 은퇴불안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은퇴불안을 방 감소시

킬 수 있는 계 , 심리 기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년기남성의

은퇴불안에 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퇴직 비 교육, 재정 비, 정년 제도의 유형,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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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응, 재취업 유형과 응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8, 9], 은퇴불안과 같은 심리ㆍ정서 요소 이

를 완화시키는 변인 연구는 상 으로 간과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을 낮추

기 한 처기제에 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년기 직장 남성의 배우

자 지지 인지 정서조 략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

2.1 조사 상  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근무하는 년기 직장 남성 만 40세

미만 ∼ 만 65세 미만을 상으로, 설문에 조를 한

기업 소기업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330

명을 모집하여 복 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기술한

17명(5%)을 제외한 총 31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40

∼45세가 48.1%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졸자가 66.3%

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은 500만원이상 35.9%, 400∼500

만원 26.3%, 300∼400만원 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variable division N %

age

40 ∼ 45 150 48.1

46 ∼ 50 82 26.3

51 ∼ 55 55 17.6

56 ∼ 60 21 6.7

61 ∼ 65 4 1.3

education

middle school 2 0.6

high School 40 12.8

College 207 66.3

Graduate school 63 20.2

monthly

income

∼100million won 2 0.6

101∼2million won 4 1.3

2.01∼3million won 38 12.2

3.01∼4million won 74 23.7

4.01∼5million won 82 26.3

5.01million won∼ 112 35.9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 정도

2.2.1 퇴 안 척도

Fletcher와 Hansson(1991) 등이 사회 은퇴불안을

측정하기 해서개발한척도(Social Co mponents of Retirement

Anxiety Scale: SCRAS)를 이은주(2014)가 번안한 총 23

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 다[10]. 이척도는총 4개의하

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소속감/정체성상실(Social Integration

and identity, by far the largest factor) 10문항, 사회 자

신감 상실(Social Adjustment /Hardiness) 6문항, 사회 배

제(Anticipated Social Exclusion) 4문항, 우정상실(Lost

friendships)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척도로1 (

그 지않다)∼5 (매우그 다)으로구성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은퇴불안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은퇴불안의 신뢰도는 Cronbach’s = .86이다.

2.2.2 우  지지 척도

배우자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 지지 척

도 에서정서 지지 항목을혼합 재구성하여총 12

문항으로 구성하 다[11]. 이 도구의 응답방법은 1 (

그 지 않다)~4 (정말 그 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 수 이 높고 수가 낮을

수록 배우자 지지 수 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 .92이다.

2.2.3 지적 정 조절전략 척도

Garnesfski(2001)가 개발한 인지 정서조 략 질문

지(CERQ;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를 한국의 김소희(2004)가 번안ㆍ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12]. 본연구는 9개하 요인을 응 인 략(조망확 ,

정 변경,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에 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 다. 체 16문항이고 5 Likert 척

도로 ‘1= 그 지 않다~5=항상 그 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서조 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 인

인지 정서조 략의 체신뢰도는Cronbach’s = .93이다.

2.3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실시하 다. 첫째, 본연구의모형에 설정된 변

수들의 내 일 성을 확인하고자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

다. 둘째,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주요 변

수들의 수 을 악하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셋째,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검증하여 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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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성 여부를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조사 상자의 배우

자지지 인지 정서조 략이 년기직장남성의 은

퇴불안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주  변수들  술통계량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한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는 <Table 1>와같다. 주요 변수들의평균(표

편차)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는 평균(M)=2.90으로 약

간낮게나타났으며, 인지 정서조 략은평균(M)=3.62,

은퇴불안은 평균(M)=2.50으로 나타나 인지 정서조

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variable N Min Max Meam S.D.

spouse support 312 1.00 5.50 2.90 .51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312 2.06 5.50 3.62 .60

retirement anxiety 312 .88 4.00 2.50 .53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3.2 상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실시한 pearson 상 분석결과는 <Table 2>과 와 같

다. 년기 직장 남성의 배우자지지 인지 정서조

략의 경우 r=.181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p<.001), 년기 직장 남성의 배우자 지지

와 은퇴불안의 경우는 r=-.312로 유의미한 부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 인지 정

서조 략과 은퇴불안의 경우는 r=-.062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variable spouse support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retirement

anxiety

spouse support 1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181*** 1

retirement anxiety -.312*** -0.62 1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3.3 우 지지  지적 정 조절전략  

    퇴 안에 미 는 향

배우자 지지 인지 정서조 략이 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배우자 지지는 평균(M)=2.90으로 약간 낮게 나

타났으며, 인지 정서조 략은 평균(M)=3.62, 은퇴불

안은 평균(M)=2.50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지지는

년기 직장남성의 은퇴불안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즉,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낮아지고 있음

을 알수 있다. 셋째, 인지 정서조 략은 년기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variable B SE β t-value(p) R R²
Adjus

ted R²

constant 3.461 .221 15.683(.001)***

.312 .097 .092

spouse

support
-.324 .057 -.311 5.659(.001)***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005 .049 -.006 .106(.9016)

**p<0.01

<Table 4> The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on Retirement Anxiety

4.   제언

4.1 

본 연구는 년기 직장 남성의배우자 지지 인지

정서조 략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실시하 다. 이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지지는 평균(M)=2.90으로 약간 낮게 나

타났으며, 인지 정서조 략은 평균(M)=3.62으로평

균보다 높았으며, 은퇴불안은 평균(M)=2.50으로 평균보

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인지 정서조 략이 상

으로 높은 것은 바람직하나, 배우자지지 수 이 다소 낮

게 제시되어 부부 계의 기능성 상호지지를 강화하기

해서는 한국 부부체계에 상호간에 정정서 지지,

친 감 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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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둘째, 배우자 지지는 은퇴불안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기 직장 남성의경우 배우자 지

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심리 은퇴불안이 감소하며

안녕감을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웃이나 친구, 친척이 주는 사회 지지보

다 가족, 특히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가 클수록

심리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5]. 실직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지지로 자기효능감이 높

은 경우에는 실업을 극복하기 한 상황에서 보다 극

인 처 략을사용한다[16]. 이처럼, 배우자 지지는사

회 지지와 함께 탄력성의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배우

자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부친 감과결혼만족도가 높

아지고, 더 높은 심리 안녕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일 된 입장을 갖

는다.

셋째, 인지 정서조 략은 은퇴불안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정서조 이 은퇴불안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있는 은 미래

에 발생할 은퇴에 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정

서 조 을 한 개인의 인지 노력보다 배우자의 지

지가 정서 안정을 찾고 불안을 낮추는데 더 기능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선 인지 정

서조 략은 정서인식 명확성과 하게 련되어 그

연 성이나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

되어져 왔다[17]. 그러므로, 향후 년기 남성의 인지

정서조 략과 정신건강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

행되어 두 개념간의 계가 좀더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

있을 것이다.

4.2 제언

본연구결과에근거하면, 은퇴불안을 경험하는 년기

직장남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요한 것이배우자 지지

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은퇴 비 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부가 상호 존 과 지지를 제공하는 계 재형성을

한 ‘배우자 지지 부부상담 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실상 은퇴 후 부부 계는 이 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계가 좋은 부부는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지 못할 경우에

는 부부 계가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8,19].

은퇴 응을 한 부부상담 로그램은 은퇴 후 배우

자와의 계상의 변화를 미리 인식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부가 서로 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상호 조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은퇴 , 부부

가 은퇴 후의 생활에 하여 미리 계획하고 비할 경우

부부는 은퇴 후 당면할 여러 어려움에 해 인식하게 되

고 발생가능한 부 응 인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조

가능성을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20, 21]. 한편, 본 연구에

서의 배우자 지지는 은퇴불안을 겪고 있는 년기 남성

에게 제공되는 ‘상 배우자에 한 정 인 정서 지

지’를 의미하므로 배우자인 아내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구체 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해결 방법에 한 이해 기술습득, 연

습을 통해 개별 부부에게 가장 합한 의사소통 패턴을

마련하고 상호 정서 인 안정감을 확보하여 궁극 으로

는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배우자 지지 부부상

담 로그램’에 한 연구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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