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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은퇴준비도에 은퇴태도와 은퇴스트레스가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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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은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은퇴준비도와 은퇴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간호사들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은퇴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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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스트레스 및 은퇴에 대한 태도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은퇴준비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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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유무와 재취업의도이었고 은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은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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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은퇴준비도가 높을수록 은퇴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준비도에
태도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은퇴준비를 높이고 은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재의 필요
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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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nurses.
Methods: Participants were total 165 clinical nurses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Kruskal Wallis test, Mann-Whitney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3.0.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tirement stress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Marital status and intention to reemployment were accounted for 12.1% of variance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Attitude for retirement was accounted for 16.4% of variance in retirement
stress.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manage attitude for retirement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in order to reduce retirement stress in clinical nurses. And we ne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for retirement in order to opportunity to prepare retirement of clinic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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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점 연장되어 이제는 100세
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60세로 정년 한 이
후에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노후준비가 더
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길어진 노후생활은 준비가

중요하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에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며 질적인 노후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다(McLaughlin et al., 2010). 그러나 Son JC(2010)은 우리나라 45세 이
상 중고령자는 대체로 축적된 순자산 규모가 저조한 가운데
노후소득도 가족․친지들의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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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커 노후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Park KR et al.(2014)는 한국인은 서양문화권에 비해 집단
주의 문화권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은퇴 후 재무문제
를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그
러나 고령화 저출산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의 감소
로 국가가 노인을 부양하기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전통적 가치관
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Chung SD et al., 2012).
누구나 나이 들면 맞이하게 되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인간
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는 자신이 종사해온 직업으로부
터 물러나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 시점이다. 은
퇴로 인한 역할과 지위의 상실과 같은 은퇴의 문제점은 다
양하게 나타나며 은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은퇴자가 속한 가
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높은 은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은퇴 후의 변화
된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인식하면서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자조의 노력에
의해 스스로 긍정적인 노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식의 전환
및 은퇴 이전에 적극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Bae MJ et
al., 2004).
최근 의료분야는 병원 간 경쟁이 격화되고 기업경영 방식
이 병원경영에 적용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간호
사들은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이나 역할상실 등의 문제에 직
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병원경영 환경에서 간호사들은 스스로 자
신의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
해 나가야 할 것이다(Lim JD, 2012). 은퇴를 기점으로 개인
에게 초래될 수입과 역할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환경
의 변화에 자신을 잘 조정하여 변화를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
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퇴준비와 은퇴에 대한
태도는 간호사의 은퇴에 대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은
퇴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달리 지각되는데,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또 은퇴스트레스 대해 어떤 태
도를 갖는가에 따라 은퇴 후 적응이 달라진다(Hong SH et
al., 2007). 또한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중간이상으
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Ko YK, 2009)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Jung JH et al., 2008)이기도 하다. 그
리고 간호사들은 대체로 남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3교대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 등 근무환
경의 특성 때문에 간호사들은 노후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조기은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간호직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수명이 길지
않음으로 인한 조기은퇴는 노후준비와 대책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므로 간호사들
은 은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매우 높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은퇴스트레스는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실감,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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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의 감
소,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포함한다(George, 1980).
Lee MS et al.(2013)은 간호사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
대책 정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노후대책에 대해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은퇴 후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여러 가지 심리적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은퇴에 대한 심리적 어
려움 또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Kim HJ et al., 2008). Lee
JJ(2011)는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 경우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수혜자가 아닌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개인의 노후 준비가 없이는 불안한 노후를 맞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Han MR(2009) 또한 간호사의
노후준비에서 노후준비 시기는 30∼40세부터 가장 많았으
며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경제력, 취미여가
활동이라고 하였다. Kwon SY(2016)도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간호사들의 노후준비는 초기성인부터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퇴가 개인의 삶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녕, 경제적 여유와 신체적
건강유지 등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개인적인 은퇴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선
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간호사들이 은
퇴 이전에 가진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및 은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은퇴준비도와 은퇴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봄으로써 은퇴이후 삶에 대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은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및 은퇴에 대한 태도
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3) 간호사의 은퇴준비도와 은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은퇴에 대
한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은퇴준비도와 은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G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18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3 program을 이
용하여 유의수준 α=0.05, 효과크기는 0.15, 1-β=0.95으로
예측변수 8개(일반적 특성- 연령, 결혼유무, 부양가족유무,
직위, 종교, 주요 변수로 은퇴에 대한 태도, 은퇴준비도, 재
취업의도) 분석방법 회귀분석 등을 기초로 산출된 표본수는
160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을 모집하여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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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나 회수된 자료는 178부였고 자료가 부실한 13부
를 제외한 165명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은퇴준비도
은퇴 준비도는 정서적준비도, 경제적준비도, 신체적준비
도 등으로 구분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정서적 준비도는
대인관계, 사회활동, 삶의 만족감, 스트레스관리 등 노후 정
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정도이며, 경제적 준비도는
주택마련, 생활비나 취미 또는 여가를 위한 저축이나 보험,
재취업 등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위한 준비정도이다. 신체적
준비도는 주기적인 건강진단, 규칙적인 생활, 성인병 예방을
위한 운동, 신체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 노후의 신
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정도를 의미한다(An KS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Lee JJ(2011)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정서
적준비도 6문항, 경제적준비도 6문항, 신체적준비도 8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었다.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20점∼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준비태
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Lee JJ(2011)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정신적준비도 Cronbach’s α=.74, 경제적준비도
Cronbach’s α=.73, 신체적준비도 Cronbach’s α=.78 이었
으며 본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는 Cronbach’s α=.78, 정신
적준비도는 Cronbach’s α=.72, 경제적준비도 Cronbach’s
α=.77, 신체적준비도 Cronbach’s α=.64이었다.
2) 은퇴스트레스
은퇴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스
트레스를 몰고 오는 위기가 될 수있다. 또한 은퇴로 인한 수
입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
와 인정, 유대관계의 상실로 자존심과 사기가 저하되고 외로
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Quick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Chee YK et al.(1991)의 도구이며 이 척
도는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실감,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의 감소, 은퇴에 대한 태도의 총
1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범위는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는 15점∼
75점까지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 Chee YK et al.(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4이었다.
3) 은퇴에 대한 태도
은퇴는 전임이나 시간의 고용상태에서 고용 상태를 완전
히 끝내는 것으로 직위에 관련된 역할수행을 일부 또는 완전
히 중단하는 것으로(Cronan, 2009) 정년이나 개인적 사정
으로 완전히 현재의 일을 그만 두는 것을 말하며, 은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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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는 은퇴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표출을 말한다(Kim YD, 2004).
본 연구에서는 Lee MS et al.(2013)가 중년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퇴직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임상간호사
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총 9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9점∼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은퇴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YD(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8이었고, Lee
M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9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준
비도, 은퇴스트레스, 은퇴에 대한 태도는 백분율, 평균과 표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or participants (N=165)
Variable
Gender
Female
Male
Age (year)
＜30
between 30 and 39
＞40
Education
College or Bachelor
Master or higher
Working period (month)
＜60
60∼119
＞120
Religion
Yes
No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Divorce or others
Family dependents
Yes
No
Position
Staff nurse
Nurse manager (charge, head, chief of team)
Incomes per year (10000Won)
＜3000
between 3000 and 4000
between 4000 and 5000
＞5000
Intention for reemployment after retire
Yes
No
From when should I prepare to retire
20th
30th
40th
＞50th

n (%)

157 (95.2)
8 (4.8)
86 (52.1)
61 (26.7)
18 (10.9)
146 (88.5)
19 (11.5)
74 (44.8)
35 (21.2)
56 (33.9)
79 (47.9)
86 (52.1)
95 (57.6)
68 (41.2)
2 (1.2)
64 (38.8)
101 (61.2)
134 (81.2)
31 (18.8)
45
49
33
38

(27.3)
(29.7)
(20.0)
(23.0)

97 (58.8)
68 (41.2)
44
67
37
17

(26.7)
(40.6)
(22.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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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
비도, 은퇴스트레스 및 은퇴에 대한 태도의 차이 정도는
t-test로 검정하였다.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변수
2
의 경우에는 χ of Kruskal Wallis test와 U of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및 은퇴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
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은퇴준비도와
은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단
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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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34 (SD; .41)이었고, 은퇴에 대한 태도는 2.35 (SD: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도 중 신체 영역은 2.86
(SD: .53), 정서 영역은 2.69 (SD: .58), 경제 영역은 2.12
(SD: .61)으로 경제적 준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57명 남성은 8명이었고 연령은 최소 27세 최대 49
세로 평균 31.1세(SD: 6.31)였고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에
서 최대 300개월(25년)으로 평균 95.0개월(SD: 78.03)이었
다. 교육정도는 학사와 전문학사가 146명(88.5%), 석사이상
이 19명(11.5%)이었다. 종교는 없는 사람이 86명(52.1%)이
었고, 결혼안한 사람이 95명(57.6%)이었으며 부양가족이 없
는 경우가 101명(61.2%)이었다. 평간호사가 134명(81.2%)
이었고, 연봉은 3000만원이상∼4000만원이하 사이가 49명
(29.7%)로 가장 많았다. 은퇴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97명
(58.8%)로 절반이상이었고 은퇴준비는 30대부터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67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연구자는
자료수집 전에 K 병원 임상연구심의 위원회의 승인(IRB
No. 2014-003)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을 하였고 익명성과 비밀보장, 중도철회 권리가 있음을 설명
하고 서면으로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명 없는 코
드를 통해 식별하였다.

2. 일반적 사항에 따른 은퇴스트레스, 은퇴 태도 및 은퇴
준비도 비교
남성이 너무 소수여서 남성과 여성간의 비교를 위한 통계
검정은 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총 은퇴준비도는 5점 척도에
서 평균 2.59 (SD: 0.42), 은퇴스트레스는 평균 2.33 (SD:
0.41)이고 은퇴에 대한 태도는 평균 2.34 (SD: 0.49)이었다.
일반적 사항에 따라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은퇴에 대한
태도 등을 비교한 결과(Table 2), 연령 집단에서 은퇴스트레
스와 은퇴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은퇴준비도

결 과
1. 일반적 사항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Table 1), 간
호사의 평균 은퇴준비도 2.59 (SD: .43), 은퇴스트레스는 평
Table 2. Comparisons of variables by the demographic criteria (N=165)
Retirement stress
Variable

Category
Mean (SD)

†

＜30
30∼39
＞40
‡
College or bachelor
Education level
Master or higher
Religion
Yes
No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 others
Family dependents
Yes
No
‡
Position
Staff nurse
Nurse manager
Incomes per year
≤3000
(10000Won)†
3001∼4000
4001∼5000
＞5000
Intention for
Yes
reemployment?
No
From when should
20th
I prepare to retire† 30th
40th
50th
†
Work period (month) ＜60
60∼119
＞120

Age (year)

†

Kruskal Wallis test,

‡

2.34
2.35
2.28
2.36
2.16
2.29
2.39
2.29
2.40
2.33
2.35
2.34
2.33
2.25
2.34
2.45
2.34
2.34
2.34
2.38
2.32
2.35
2.30
2.28
2.46
2.34

(.39)
(.42)
(.43)
(.40)
(.41)
(.43)
(.38)
(.38)
(.43)
(.44)
(.38)
(.41)
(.38)
(.35)
(.38)
(.45)
(.44)
(.40)
(.41)
(.45)
(.38)
(.40)
(.42)
(.37)
(.44)
(.42)

Mann-Whitney test. abcd: Scheffe.

Attitude for retirement
2

t or U or χ (p)
1.128 (.526)

993.50 (.044)
1.510
(.133)
−1.74
(.083)
.24
(.810)
2067.50
(.968)
5.099 (.165)

−.088

(.930)
.760 (.859)

4.478 (.107)

Mean (SD)
2.33
2.37
2.40
2.34
2.37
2.31
2.39
2.30
2.42
2.33
2.36
2.36
2.29
2.29
2.42
2.31
2.38
2.32
2.40
2.51
2.30
2.24
2.37
2.35
2.32
2.36

(.48)
(.51)
(.52)
(.50)
(.50)
(.44)
(.54)
(.49)
(.49)
(.51)
(.48)
(.51)
(.41)
(.49)
(.50)
(.36)
(.59)
(.50)
(.49)
(.53)
(.47)
(.46)
(.47)
(.50)
(.40)
(.49)

t/F (p)
.363 (.834)

1337.50 (.800)
1.053
(.294)
−1.50
(.136)
.46
(.649)
1963.00
(.633)
2.391 (.495)

−.952

(.343)
6.074 (.108)

.023 (.989)

Preparation for retirement
Mean (SD)
2.69
2.47
2.31
2.61
2.40
2.55
2.62
2.72
2.40
2.46
2.66
2.63
2.40
2.67
2.70
2.51
2.41
2.50
2.72
2.55
2.56
2.66
2.64
2.72
2.54
2.43

a

(.37)
b
(.45)
c
(.44)
(.49)
(.50)
(.47)
(.38)
(.39)
(.42)
(.44)
(.40)
(.42)
(.41)
a
(.43)
b
(.42)
c
(.42)
d
(.43)
(.40)
(.44)
(.42)
(.41)
(.41)
(.54)
a
(.39)
b
(.40)
c
(.43)

t/F (p)
12.090
(＜.002)
a＞b,c
1036.00
(.073)
1.180
(.240)
4.95
(＜.001)
3.03
(.003)
1443.50
(.008)
10.736
(.013)
a,b＞cd
−3.339

(.001)
4.258
(.235)

14.217
(.001)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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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세 이하에서 높았다. 교육정도에 따른 은퇴준비도, 은
퇴스트레스, 은퇴 태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은퇴준비도 은퇴스트레스, 은퇴 태도에서
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은
퇴준비도에서만 결혼 안한 사람이 은퇴준비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
과 은퇴준비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양가족이 없
는 경우가 은퇴준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분석에서는 은퇴준비도에서 평간호사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은퇴스트레스와 은퇴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연봉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은퇴스트레스와 은퇴 태도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은퇴준비도에서 3000만원 이
하와 3000만원 이상∼4000만원 이하 사이인 경우가 4000
만원 이상인 경우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재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서 은퇴 준비도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부터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경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은퇴스트레스, 은퇴에 대한 태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은퇴준비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근무경력이 60개월 미만인 집단에서 은퇴준비
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재취업의사에 따라 은퇴준비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은퇴준비도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은퇴준비도가 높을수록 은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은퇴준비도 중에서 신체적 준비도를
제외한 정서적 및 경제적 준비도가 높을수록 은퇴스트레스
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나 근무경력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근무
경력은 은퇴준비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은퇴준비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4. 간호사의 은퇴준비도와 은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은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은퇴
스트레스, 은퇴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변수 처리한 연령, 결
혼유무, 부양가족유무, 직위, 종교, 재취업의도 등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
을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근무경력간의 상관계수가 .93이어서 근무경력을 제
외하였고 그 외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는 최소 .00에서
최대 .62로 나타나 예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80이
하로 각 변수 간의 독립성을 충족하였고, 다중 공선성의 문
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973∼1.00로 1.0 이하이었
고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0∼
1.03으로 기준인 10 미만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P-P도표와 산점도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잔차의 분포에
서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되어 본 회귀
모형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간호사의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스트레스의
관계
본 연구참여자의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스트
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은퇴스트레스는 은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tirement
stress
r(p)
Retirement stress
Attitude for retirement
Preparation for retirement
Physically
Emotionally
Economically
Total
Age
Work period

Attitude for
retirement
r(p)

1
.415 (＜.001)

Preparation for retirement
Physically r(p) Emotionally r(p) Economically r(p)

Total r(p)

Age
r(p)

Work
period
r(p)

1

.106 (.174)

−.064
−.122
−.198
−.103

(.417)
(.119)
(.011)
(.189)
.053 (.495)
.053 (.496)

−.114 (.145)
−.208 (.007)
−.083 (.291)

.006 (.943)
.054 (.495)

.367
.270
.762
−.380
−.345

1
(＜.001)
1
(＜.001)
.402 (＜.001)
1
(＜.001)
.763 (＜.001)
.725 (＜.001)
(＜.001) −.168 (.031)
−.235 (.002)
(＜.001) −.151 (.054)
−.247 (.001)

1
−.357 (＜.001)
−.338 (＜.001)

1
.925 (＜.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reparation for retirement
Variables
Model 1
Constant
†
Mariatal status
Model 2
Constant
†
Mariatal status
‡
Intention to reemployment
†

Mariatal status: Unmarried=0, Married=1,

‡

B

SE

2.87
−.19

.08
.05

2.77
−.19
.21

.09
.05
.06

β

F

p

R2

Adjusted R2

VIF

12.75

＜.001

.073

.067

1.00

12.25

＜.001

.131

.121

1.00

−.27

−.26

.24

Intention to reemployment: Yes=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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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retirement stress
Variables
Model 1
Constant
Attitude for retirement

B

SE

1.65
.34

.24
.06

β

2

2

F

p

R

Adjusted R

VIF

17.057

＜.001

.174

.164

1.00

.41

분석결과, 결혼유무와 재취업의도가 은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12.1%를 설명하였다(Table 4).
또한 은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의한 원
인변수였던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준비도로 분석한 결과
은퇴에 대한 태도만 단독으로 총 변량의 16.4%를 설명하였
다(Table 5).

고 찰
간호사의 은퇴준비도는 5점 척도 중 중간 정도로 2.59
(SD: 0.43)이고 은퇴 준비도 중, 신체 영역은 2.86 (SD:
0.53), 정서 영역은 2.69 (SD: 0.58), 경제 영역은 2.12 (SD:
0.61)으로 경제적 준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
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이고 경제 및 사회활동이
활발할 시기여서 신체 및 정서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간정도
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 등 경제 영역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의 은퇴스트레스는 평균 2.34 (SD;
0.41)이었고, 은퇴에 대한 태도는 2.35 (SD: 0.49)로 은퇴스
트레스와 은퇴 태도는 5점 척도 중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평균 연령 31.1세로 비교적 청년층이
많아 은퇴스트레스를 많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부적절한 재무관리는 행복이나 웰빙과 부적인
관계를, 바람직한 재무행동은 행복이나 웰빙을 증진시킨다
는 보고들(Shim S et al., 2009)이 있으므로 은퇴가 멀리 느
껴지는 청년기부터라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나 건전한
재무관리 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일반적 사항에 따라 은퇴 준비도, 은퇴스트레스, 은
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은퇴준비도에서만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준비도는 연령이
30세 이하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경
우, 평간호사인 경우, 연봉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은퇴
후 취업의도가 없는 경우가 그리고 근무경력이 60개월 미만
인 경우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서야 증대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
라 상대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는 저 연령층에
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은퇴준비를 제대
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은퇴준비도
가 더 높은 사람이 은퇴 후 재취업의도가 없는 사람은 당연
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
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통은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은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은퇴 후 뭔
가 하고자하는 의욕이 높을 경우 오히려 은퇴스트레스가 높
아질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은퇴 관련 태도를 보다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
사 후 정년퇴직 전 이직율이 높고(Jeong BJ et al., 2011) 재
취업할 의사가 높기 때문일 수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58.8%로 매우 높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Lee MS et al.(2013)의 연구에서 간호사들
의 퇴직에 대한 태도는 3.45점으로,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
직에 대한 태도 3.03점(Kim YD, 2004)보다 높았고 간호사
의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낮은 임금, 불량한 건
강상태,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근무환경 등이라고 하였으
며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52.3%라고 하였다
(Lee MS et al., 2013). 따라서 은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이었으나 은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간
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은퇴하는 것
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은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은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
자들이 이직과 은퇴를 혼동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
로 생각되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은퇴준비도는 은퇴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
퇴준비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Park JY et al.
(2014)의 연구에서 자기 과신과 낙관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
일수록 은퇴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 보고와도 일치되
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
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은퇴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실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어 지나친 낙관적 경향을
경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은퇴준비도가 높을수록 은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은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나타내주므로 은퇴스트레스를 낮추
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위한 은퇴프로그램을 취업 초기부
터 도입함으로서 은퇴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은퇴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났
다는 연구(Kim YE et al., 2008)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
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Ahn HS et al., 2009)와는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
의 고령층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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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Son JC, 2010; Chung SD et al.,
2012)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유무와 재취업
의도가 1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 연
령이 낮을수록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취업하고자 할 때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은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퇴에 대한
태도가 단독으로 총 변량의 16.4%를 설명하였음으로 은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퇴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은퇴 준비도와 은퇴스트레스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자하는 욕구, 부양의무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
적 문제로 인하여 노동인구의 부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추세
이고 많은 사람들이 100세 까지 장수하는 사회가 됨에 따라
간호사도 60세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Park JH et al., 2011)에서 배정된 작업수준과 개인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노년기 안녕상태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
으므로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회봉사, 취미생활 등의 제 2의
인생을 살기위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은퇴 전 사회적 참여를 동한 다양한
역할에 가입하는 개인의 역량이 은퇴 후 정서적 안녕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Ryser et al., 2017)도 있다. 이 점에
대하여 Park KR et al.(2014)는 한국인의 은퇴 준비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주의 문화권 국가의 특성인 은퇴 후 재
무문제를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지양하고 개
인 차원에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심리적 역
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Ryser et al.(2017) 등도 근무환경이 은퇴 후의 정서적 안녕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은퇴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역할에 가입하는 개인의 역량과 은퇴시기가 정서적
안녕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음에 따라 은퇴 전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탐색한 변수들이 은퇴준비도 및 은퇴
스트레스에 대해 약 20% 정도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은퇴준비도와 은퇴스트레스 및 은퇴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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