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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년기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의 질이 그들의 건강에 대

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라 나타나는 건강수준의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때 종속변수인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두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총체적 안녕으

로서의 건강의 의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가족관계의 

질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만족도와 지지의 정도로 

측정되는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화빈도와 저녁식사 빈도 등을 활용

하여 가족관계의 행동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1차년도 자료(2010)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26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빈도분석과 상관분석, 이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건강에서는 만성질환을 한 개 이상 진단받은 비율이 

34%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약 12%인 525명이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인구학적 변수, 건

강행동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관계의 질이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결혼생활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결혼생활만족도와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빈도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인 그룹이 가족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도 저녁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우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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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체적 건강에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라 만성질환 이환 가

능성이 다르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건강수준의 차이가 발생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교육수준과 부부대화 ‘상’그룹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부부대화가 많을 경우 교육수준이 신

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

육수준에 따른 신체 건강 수준의 차이가 행동적 측면의 가족 관계의 질

이 좋을 때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우울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어, 

정신건강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건강차이를 볼 수 있었다. 신체

적 건강에서와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질의 상호작용 항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관계의 질 변수가 투입된 후 

가구소득의 통계적 유의도와 한계효과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통해 사회경

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가족관계의 질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

는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비록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인과

성에 대해서 단정 짓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창출의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가족관계의 심리적 측

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족 간 상호작용인 행동적 측면의 관계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일상적인 가족 활동의 가치를 밝

혔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주요어 : 베이비부머, 만성질환, 우울,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관계 만족

도, 부부대화, 가족식사  

학  번 : 2013-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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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중년기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의 질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8-19세기 서구 건강 연구의 지배적인 입장이었던 생의학적 모델은  

질병을 ‘신체의 각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비정상적인 상

황’으로 정의하였으며,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간주하여 소

극적인 의미에서 건강을 바라보았다(Curtis & Taket, 1996). 그러나 세

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을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확대 정의함에 따라,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조건들과의 연계성 안에서 개인의 건강을 

파악하고자 하는 생심리사회적 관점이 대두되었다(Idler, Hudson & 

Leventhal, 1999). 이 관점은 질병의 유형이 급성질환에서 만성 질환으

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요

인이나 병원균의 침입 등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행동적, 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정선, 

2000). 

이처럼 건강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회적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그중에

서도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1차적 환경인 가족이 건강 연구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분석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차승은, 2012). 버만과 동료들에 의해 고안된 ‘가족의 건강창

출’(HHPH)은 1차적 환경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적 프로세스에 

의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이 형성, 회복, 유지, 증진된다는 것을 

강조한다(Berman et al., 1994). 시간적, 물질적 자원과 문화적 맥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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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와 경로를 통해 최종적인 건강행동이 결

정되고, 그 건강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족의 환경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Jacobson(2000)과 Bolin의 동료들(2002)은 건

강과 관련된 선택의 주체로서 가족을 내세운 새로운 모델을 이용하여 가

족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이 모

델에 따르면 개별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관련된 선택이 그 개인의 물질

적 자원이나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원

과 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가족의 태도에 따라 비용대비 효용을 판단

하게 되고 그것이 최종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가족이 보유한 

물질적, 심리적 자원 및 정보력이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틀을 구성하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요인과 거시 사회적 차원의 요인

들이 결국은 가족이라는 핵심적 맥락이자 환경을 거쳐 개인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건강을 창출하는 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심

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erman, Kendall, & 

Bhattacharyya, 1994). 

특히 본 연구는 가족이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Engel, 1977)

는 점에 주목했다. 사회적 지지는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이환율 및 사

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가 입증된 

심리사회적 자원이다(House, Umberson, & Landis, 1988; Browman, 

Riba, & Trahan, 1996).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격차(이하 건강불평등)를 완화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

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

져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스트

레스를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여, 그것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

면서 건강격차가 발생하게 된다(Adler & Snibbe, 2003). 그러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으

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Turner & Noh,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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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 Seeman, 1999), 이미 상당 수준의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룬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개인의 1차적인 사회 환경으

로서 가족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건강격차

를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하여, 궁극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건강창출, 건강보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라 할 수 있다. 우선, 베이비

부머의 건강에 대한 연구 자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의 베이비붐 세대는 생애주기 상 중년기로, 신체적 기능저하 및 여러 건

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이전 생애단계에 진행되

고 축적 되어온 다양한 생리적 변화들이 통증으로 나타나거나 만성질환

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이윤석, 

2012). 또한 이직이나 은퇴, 자녀의 독립 등 다양한 생애사건을 경험하

고 새로운 생애단계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있다(강혜원 & 한경혜, 2005). 이에 따라 건강 문제는 중

년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된다(김주현 외, 2012). 뿐만 아니라 중년기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이 상당 부분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한경혜 외, 2002), 중년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재의 건강은 미

래 노인인구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

비부머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의 코호트적 특성상 집단 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는 향상된 국가 

경제력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의 혜택을 받았으나 

동시에 외환위기 당시 35-43세에 해당했던 베이비부머들이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베이비부머는 외환위기

의 결과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경험하였고, 급격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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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전락하는 근로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제

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베이비부머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

는 베이비부머가 공존하게 되면서, 노후의 삶에 있어서 불평등 또한 확

대될 것으로 보인다(최민정, 2014). 이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또는 양극화 현상의 핵심에 베이

비부머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

가 곧 건강수준에서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사회경

제적 지위의 큰 격차는 건강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년기에는 생애 전반기부터 누적되어온 자원과 경험의 영향으로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수준의 편차가 확대된다는 것이 밝혀져(차승은 

& 한경혜, 2003; House et al., 1994), 현재 한국 베이비부머의 사회경

제적지위에 따른 중년기 건강수준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

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이비부머의 건강향상과 건

강불평등의 완화를 목표로 고안된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적 영역인 가족을 중심으

로 그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그러나 가족의 존재 자체만으로 건강에 미치는 순기능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타인으로서 가족은 크고 작은 갈등을 발

생시켜 개인의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House, Umberson, & Landis, 1988). 사회적 지지를 심층적으로 고찰

한 연구들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지지

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

의 빈도를 통해 지지의 정도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earlin et al, 1981; Blazer, 

1982). 즉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가족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가족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의 순기능이 

발현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원의 유무나 동거형태 등 구조적인 측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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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원간의 관계 만족도나 상호작용의 빈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가족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베이비부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는데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과 건강의 연계성을 살펴본 

연구가 현재로써는 드물지만 현재 베이비부머가 생애주기상 중년기에 해

당하므로 중년기 건강과 가족의 연계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베이

비부머의 가족관계가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중년

기 건강과 가족의 연계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폐경기에 해당하는 중

년여성의 정신건강에 가족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였으

며, 중년 남성을 포함한 소수의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지적인 배우자의 존재와 긍정적인 부부

관계가 중년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배우자와 자녀의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양경희 & 김영희, 2001; 이성연, 2004; 강혜원 & 한경

혜, 2005; 박원희, 2006; 전신현, 2007; 조은경 & 정혜정, 2008; 한경혜 & 

송지은, 2011; 안지선 & 전혜정, 2012; 한삼성, 정성화, & 강성욱, 2013).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

째, 기존의 연구는 가족관계의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 효과만 보았

을 뿐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관계의 질이 완화하

는 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둘째, 건강의 한가지 측면만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였는데, 특히 중년남성의 정신적 건강에는 크게 주목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10년 이후 남성의 우울증상 경

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별 남성 우울증 경험 

분포를 보면 50-59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2). 이를 통해 그동안 중년 여성에게 주목되었던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년 남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므로(한경혜 & 송지은, 

2001) 남녀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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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셋째, 가족관계의 질을 관계만족도나 가족의 지지의 정도 등

의 심리적 측면으로만 측정하여 가족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행동적 측

면에서의 가족관계의 질이 간과되었다. 가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본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상생활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가족의 상호작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국내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에 주목하여 본 연

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이 한국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으

로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때 베이비부머의 건강은 WHO가 규정한 총체적 안녕으로

서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의 질은 심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 가족과

의 상호작용의 빈도를 이용하여 행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이

를 통해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가족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베이비부머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베이비부머가 건강하게 노년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노인 인구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건강 보호 요인을 가족 안에서 탐색함으

로써 건강 창출의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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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가족관계의 질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여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관계의 질이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관계의 질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완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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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 연구 고찰

제 1절 사회적 지지와 건강

사회적 지지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의 수혜 등을 통해 측정한

다(Thoits, 1995).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이환

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는 믿음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능

하게 된다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고 있다(Umberson, & Landis, 1988; 

Browman, Riba, & Trahan, 1996; House).

한편, 사회적 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

여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불평등 연구의 주

목을 받게 되었다(Turner & Noh, 1983; Taylor & Seeman, 1999).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차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노동지위로 인

해 받는 부당한 대우, 구조적인 무력감 등으로 인해 일상의 만성적 스트

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사회경제

적 지위에 따라 건강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의 양상이 나타

나게 된다(Pearlin, 1989; Ross & Mirowsky, 1989; Thoits, 1995). 하

지만 개인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

러한 개인차를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그것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면서 건강격차가 

발생하게 되지만(Adler & Snibbe, 2003),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스트레

스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Kesseler & McLeod,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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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단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 자체가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스트레스

의 효과를 완충할 수는 없었는데,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의 정도

는 건강을 증진하는 직접효과와 스트레스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

는 완충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rkman, 1984; Cohen & 

Wills, 1985; Kessler & McLeod, 1985).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측정변수로서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여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의 빈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이다(Pearlin et al, 1981; Blazer, 1982; Coyne & DeLongis, 

1986; House, Umberson, & Landis, 1988). 따라서 관계가 만족스럽고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으며 함께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서 제공되

는 정서적 지지가 있을 때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다른 사회적 관계와 비교했을 때, 보다 상호작용이 빈번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는 가족이

(강혜원 외, 2005)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제공원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족은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제공원이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Ducharme, 1994). 

제 2절 가족과 건강에 대한 국내연구

가족을 주요한 설명변수로서 제시하며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가족과 건강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던 국내 연구들 중에는, 

노년기의 결혼지위나 동거형태에 따라 건강수준을 비교하여 가족의 구조

적인 측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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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선행연구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양호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렴되

며(주성수 & 윤숙례, 1993; 이정숙 & 이인수, 2005; 송지은 & Marks, 

2007; 이민아, 2010; 김진구, 2011; 손정연 & 한경혜, 2012), 자녀와의 

동거여부나 부모역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송지은 외, 2007; 김진구, 2011)를 보여주었다. 결혼관계의 지속이 

건강행위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편, 자녀의 존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과 건강을 살펴

보는 연구들이 배우자의 유무나 동거형태에 집중하게 된 것에는 건강 연

구가 주로 노년기 건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고, 배우자

의 죽음은 개인의 삶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자녀의 독립과 맞

물려 노년기에 누구와 함께 사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이러

한 구조적인 변화 그 자체가 노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비해 중년기 건강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신체변화와 정신건강에 

관련된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 폐경기를 맞이한 중년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에서 배우자 존재

와 부부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중년여성의 건

강에 가족관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양경희 & 김영희, 

2001; 이성연, 2004; 박원희, 2006). 그러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직업역할의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 되어 있

어, 가족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은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

는다. 

몇몇의 선구적인 연구들이 남성을 포함하여 중년기 건강에 가족이 관

계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한경혜, 송지은의 연구(2001)에

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중년 남성의 우울감 경험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 남녀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살펴본 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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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경혜의 연구(2003)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은 중년기 신체 건

강 수준을 예측하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혜원과 한경혜의 

연구(2005)를 통해, 배우자지지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우울

감 수준을 높이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밝혀져,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사회적 지지로서 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영향

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전신현의 연구(2007)에서

는 20대 이상의 성인남성의 건강에 자녀의 지지가 긍정적이었음이 입증

되어 자녀관계의 질 역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가족관계의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을 뿐,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

족관계의 질이 중재해 줄 수 있는지, 즉 건강불평등의 완화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유정헌과 성혜영(2009)의 연구에서

도 지적된바 있다.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

는 것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과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실

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건강의 한가지 측면을 주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족과 건강의 연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왔다(한경혜 & 송지은, 2001). 반면 중년남성의 건

강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10년 

이후 남성의 우울증상 경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

대별 남성 우울증 경험 분포를 보면 50-59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2). 따라서 정신건강은 단지 중년여성에게

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남녀 베이비부머를 모두 포

함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작업

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셋째, 가족관계의 질을 관계만족도나 가족의 지지의 정도 등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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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만 측정하여 가족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행동적 측면이 간과

되었다. 가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들이 서서히 진행 중

이지만, 일상생활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가족의 상호작용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은 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중년기에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

께 하는 식사나(김경미, 류승아, & 최인철, 2012), 부부가 대화하는 시

간(Vangelisti & Banski, 1993), 부부간의 의사소통 빈도(김범준, 박영

숙, & 전영민, 2005)가 행복감과 가족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을 향상시

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년기의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성을 제기 할 수 있다. 

제 3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가족

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지점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른 건강 수준의 격차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고, 가족학적 관

점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1967년부터 시작된 

Whitehall 연구Ⅰ, 1980년 Black Report, 1992년의 Whitehall 연구Ⅱ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건강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Marmot et al, 1991; Mackenbach et al, 1997; Macintyre, 

1997; Cavelaars et al, 1998).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이

루어진 많은 실증 연구들에서 다양한 경로에 의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건강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주로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

회적 요인, 건강행동, 의료서비스 이용과 물리적 환경이 매개요인으로 

제시되었다(Carroll et al., 1993; Lynch et al., 1994; Ro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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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1994; Lynch et al., 1997; House, 2001; Adler & Newman, 

2002; Gallo & Matthews, 2003; Pampel & Rogers, 2004; Kahn & 

Fazio, 2005; Cutler et al., 2008; Cohen et al., 2010).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그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

들이 사회학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기전을 기술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소

득수준과 교육수준에 따라 사망률, 기대수명, 이환율 등에서 건강불평등

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김혜련, 2005; 이미숙, 2005; 강영호 외, 

2004, 2007; 이창곤, 2006; 강은정, 2008; 우해봉 2009; 김진영, 송예

리아, & 백은정, 2013). 

건강불평등의 양상이 세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연구들은 

중년기의 건강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들 연구를 통해 중

년기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들의 사회적 스트레스 경험 및 정신건

강 수준과 맞물려 있으며(이미숙, 2003), 중년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졌다(김은

미 et al., 2006). 강상경과 권태연(2008)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5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장년기에는 가구소득 별 우울 수준 격차가 극대화되다가 노년 초기에 다

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해식과 동료들은(2014)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 내의 교육과 건강 차원에서 불평등이 증

가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가족에 대한 고려는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족이 건강창출의 단위로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강불평등 역시 가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으로 최근 사회경제적 지위의 누

적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애주기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들 연구는 영유아기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당시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 수준 및 사망률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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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Galobardes, Lynch, & Davey Smith, 

2004, 2007; Galobardes, Davey Smith, & Lynch, 2006; 

Hagger-Johnson et al., 2011; Johnson & Schoeni, 2011).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생애초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건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으로 연구자

들마다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생애초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건

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이처럼 부모에 의해 부여받는 생애초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이 

된 후의 건강불평등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통해 성인의 건강불평등을 

양산하는 메커니즘 근저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주로 통제변수로 간주되었던 가족이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함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한 특

성 중 가족의 자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한다는 점에서 제한점

을 갖는다. 가족이 보유한 자원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가족의 특성에 관

심을 가져 개인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다면 가족과 건강불평등의 연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선행연구의 논의들과 제한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는 가족관계의 질이 한국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가족관계의 질은 심리적 측면뿐만

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빈도’와 ‘부부간 대화 빈도’를 사

용하여 가족관계의 행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 

창출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이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베이비부머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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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절 자료의 특성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한경

혜)」 1차년도 자료(2010년 수집)를 이용하여 한국 베이비부머 건강에 

가족관계의 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베이비

부머 패널 조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도시 베이비부

머 총 4,668명을 대상으로 가족, 직업, 은퇴, 재무, 건강,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가치관과 태도의 7가지 삶의 주요 영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이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표본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264명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제 2절 변수 개념 정의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종속변수인 건강수준과 독립변수인 가족관

계의 질,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

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어 분석 모델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건강행동 변

수 역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변수화 하였다.

1. 건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건강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관한 정의에 근

거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개념화하였다. 신체 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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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질환이 없는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신 건강은 정

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1) 신체 건강

신체 건강은 만성질환 유무를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

압, 당뇨병, 암, 폐질환, 간질환, 위장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절

염, 생식기 관련 질환이나 그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환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만성질환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2) 정신 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 건강은 우울증상경험 유무로 살펴보았다. 조사 당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1년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우울

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묶어서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이와 같이 단일문항으로 우울증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문항을 이

용하여 파악하는 것에 비해 조사대상자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고 다른 

측정방법과도 높은 상관을 보여,  타당성 있는 측정 방법임이 선행연구

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Mahoney, et al., 1994).

2. 가족관계의 질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두가지 측면,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족관계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족

과 건강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 상호작

용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년기 연구에서 중요시되었던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과 함께 자

녀와의 관계의 질이 중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중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부만이 생

활하게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서, 배우자의 영향이 커지

게 된다(김명자, 1989). 하지만 대부분의 시기를 자녀 중심으로 보내는 

우리나라 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중년기에도 여전히 자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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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중년기 성인들에

게는 자녀 혹은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구재선 & 김의철, 2006),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윤현숙 & 유희정, 2006)를 통해 배

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모두 건강에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 심리적 측면

가족관계 질의 심리적 측면은 배우자지지와 결혼생활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배우자지지는 MIDUS(Midlife in the United 

States)Ⅰ의 spouse support 6문항 중 간결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4문

항1)으로 측정되었다. 각각은 4점 리쿼트 척도였으며 네 문항의 

Cronbach α값은 .82였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에 대해 응답한 값을 모

두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결혼생활만족도는 ‘귀하의 결혼 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리쿼트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관계만족도 역시 ‘자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라는 5점 리쿼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

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행동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관계의 질을 측

정하고자 하였다. 행동적 측면은 부부대화빈도와 가족 저녁식사 빈도로 

구성되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의 역동이 변화하

1) 1.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준다. 2. 배우자는 나의 진가를 알아준다. 3. 고민이나 문제

가 생기면 나는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의지한다. 4.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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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부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이은아, 2007).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년기 부부의 갈등 해소와 위기 해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다(이화자 & 최연실, 2003).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한 달

간 부부가 대화한 빈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을, 분포에 따라 세 그룹으

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여기서 부부대화란 부부가 다정하게 10분 이상 

대화한 것을 의미하며, 부부 이외에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타인이 함께 

대화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가족 저녁식사는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관계의 행동적 측면 중 하나이다(김경

미, 류승아, & 최인철, 2012). 본 연구에서 가족 식사는 ‘같이 살고 있

는 가족원 모두가 함께 저녁식사’했다고 응답한 빈도에 따라, 그 분포를 

고려하여 상, 중, 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부부대화와 가족 저녁식사 모두 ‘상’그룹은 일주일에 5회 이상, ‘중’그

룹은 일주일에 1-4회, ‘하’그룹은 일주일에 1회 미만(즉 한 달에 0-3회 

)으로 각각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3.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 교육수준과 소득

수준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상호보완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대체로 고정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낸다면 소득수준은 보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련, 2005) 

1) 소득 수준

소득수준의 경우 연구에 따라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을 사용하는데, 

경제적 자원이 가구단위로 공유된다는 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을 활용하였다. 근로소득, 예금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 이전소

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포함한 가구소득에 자연로그 



- 19 -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교육 수준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부터 대학

원 졸업까지를 서열변수로 처리하였다. 점수 분포는 1점에서 6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행동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건강행동 요인을 분석에 포

함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 연령, 소득활동 여부가 포함되었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

고,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득활동 

여부는 실제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무급이지만 주 18시간 이

상 가족 혹은 친척의 일을 돕는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소득활동을 

하는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2) 건강 행동

 선행연구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일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지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흡

연행동, 음주행동의 2가지 건강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흡연행동에 대해

서는 현재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행동에 

대해서는 1회 음주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일 기준 위험음주 

기준량인 알코올 60g을 넘는 소주 한 병 이상을 위험 음주로 분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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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 분석 방법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

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 간

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의 질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총 세 가지 모델이 투입되었는데, 모델 1은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

적 변인과 건강행동변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투입하였다. 모델 2

는 모델 1에 가족관계의 질 변수가 추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델 3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의 질 변수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가족관계

의 질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모델3에서 투입되는 상호작용 항과 원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관계의 질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심화

(centering)를 거쳐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였다. 분석에는 SPSS 19.0과 

STATA 12.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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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 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에서는 만성질

환을 한 개 이상 진단받은 비율이 34%였으며, 연구대상자의 12%가 우

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약 55세였으며, 남성이 46%, 여성이 54%를 차지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76%로 연구 대상자 중 여전히 소득활동

에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건강행동 변수들을 살펴보면, 비흡연자가 약 60%로 현재 흡

연자 22%에 비해 3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고 현재는 흡연을 하지 않

지만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18%로 나타났다. 1회 음주 당 

50g 이상을 마시는 위험 음주군으로 분류된 비율은 약 18%로 비위험 

음주군이 다수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5032만원 이었으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비율이 약 51%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17.5%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는 배우자지지의 경우 4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평균적으로 약 1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다’ 

수준에 해당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된 결혼생활만족도 문항에 대한 응

답은 평균 3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5점 

척도인 자녀관계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 4점으로, ‘만족한다’에 해당

하여 결혼생활만족도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

의 행동적 측면을 보여주는 첫 번째 변수인 부부대화에 대해 보면, 부부

대화 ‘중’그룹인 일주일에 1-4회 부부대화를 하는 그룹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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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로, 뒤를 이어 ‘상’그룹인 일주일에 5회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36%

로, 일주일에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하’ 그룹이 가장 낮은 25%로 나타

났다. 모든 가구 구성원이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빈도를 물어본 결과, 일

주일에 가족과 1-4회 함께 식사하는 ‘중’그룹이 가장 높은 45%를 차지

하였고, 일주일에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하’그룹의 비율이 3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5회 이상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다는 ‘상’그룹의 비율은 약 22%로 가장 낮게 나타나, 부부대화 ‘상’그룹

의 비율이 36%였던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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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범주 N, Mean
%, Std 

Dev.

건강

신체적건강

(만성질환)

만성질환 없음 2,819 66.1 

만성질환 1개 이상 1,445 33.9

정신적건강

(우울)

우울하지 않음 3,739 87.7

우울함 525 12.3

사회

인구학적

변수

연령 55.783 2.583

성별
남성 1,970 46.2

여성 2,294 53.8

소득활동
소득활동안함 1,039 24.4

소득활동함 3,225 75.6

건강행동

흡연

비흡연자 2,559 60.0

과거흡연자 768 18.0

현재흡연자 937 22.0

음주
비위험음주 3,501 82.1

위험음주 763 17.9

SES

소득수준 연평균 가구소득 5,032 3,072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284 6.7

중학교 746 17.5

고등학교 2,180 51.1

2년제 대학 315 7.4

4년제 대학교 640 15.0

대학원 이상 99 2.3

부부관계

배우자지지 4점 척도 4문항 총합 11.84 2.00

결혼생활만족도 5점척도 3.44 .79

자녀관계만족도 5점척도 3.81 .69

부부대화

일주일에 1회 미만 1,091 25.1

일주일에 1회-4회 1,626 38.6

일주일에 5회 이상 1,547 36.3

가족저녁식사

일주일에 1회 미만 1,428 33.5

일주일에 1회-4회 1,898 44.5

일주일에 5회 이상 938 22.0

총합 4,264 100.00

<표1> 연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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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만성질환과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r=.17)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만성질환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r=.13), 과거흡연여부

(r=.05)가 있었으며, 소득활동(r=-.09), 교육(r=-.09), 소득(r=-.09), 배

우자지지(r=-.05), 결혼생활만족도(r=-.07)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우

울에 대해서는 성별(r=-.11) 소득활동(r=-.10), 과거흡연여부(r=-.04), 

교육(r=-.04), 소득(r=.-09), 배우자지지(r=-.13), 결혼생활만족도

(r=-.19), 자녀 관계 만족도(r=-.08), 부부대화 중 그룹(r=-.04), 부부대

화 상 그룹(r=-.04), 저녁식사 중 그룹 여부(r=-.07)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인 

교육과 소득수준과 건강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가족관계의 질 

역시 건강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만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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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연령 1

 2성별
.11
** 1

 3소득활동
-.02 .41

** 1

 4과거흡연
.09
**

.46
**

.18
** 1

 5흡연
.03 .52

**
.21
**

-.25
** 1

 6위험음주
.02 .42

**
.18
**

.16
**

.32
** 1

 7교육
-.19

**
.23
**

.09
**

.13
**

.09
**

.12
** 1

 8소득
-.11

**
.04
**

.07
**

.05
**

-.04
*

.05
**

.39
** 1

 9배우자지지
-.01 .06

**
.00 .08

**
-.03

*
.00 .11

**
.14
** 1

 10결혼생활만족
-.04 .11

**
.00 .08

**
-.02 .01 .10

**
.19
**

.53
** 1

 11자녀관계만족
-.01 -.08

**
-.04

**
-.06

**
-.07

**
-.06

**
.04

*
.09
**

.23
**

.27
** 1

 12부부대화 중
-.01 .02 .03 .00 .01 .00 .03 .06

**
.03

*
.03

*
-.03

1

 13부부대화 상
.02 -.02 -.04

**
.03

*
-.05

**
-.03 .00 .00 .27

**
.24
**

.17
**

-.59
** 1

 14저녁식사 중
-.07

**
.00 .02 .01 .00 -.01 .06

**
.11
**

.04
*

.04
**

.01 .10
**

-.09
** 1

 15저녁식사 상
.06
**

-.03 -.08
**

-.02 -.02 -.02 -.07
**

-.12
**

.08
**

.07
**

.05
**

-.09
**

.19
**

-.48
** 1

16만성질환
.13
**

.01 -.09
**

.05
**

.00 .01 -.09
**

-.09
**

-.05
**

-.07
**

-.03 -.02 .00 -.01 .01
1

17우울
.01 -.11

**
-.10

**
-.04

**
-.02 .01 -.04

**
-.09

**
-.13

**
-.19

**
-.08

**
-.04

**
-.04

*
-.07

**
.00.17

** 1

주: 성별, 소득활동, 과거흡연, 흡연, 위험음주, 부부대화 중·상, 저녁식사 중·상, 만성질

환과 우울은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가변수로서 0과 1의 값을 가짐.   

<표 2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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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인 만성질환과 우울 모두 이분범주로 되어 있으므로,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 건강행동, 그리고 사

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모델1).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관

계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델 1에 가족관계

의 질 변수를 추가하였다(모델2).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 상이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2

에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가족관계의 질의 완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모델3). 분석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모형에서 -2LL

값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실시하였다. 

1.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의 지표인 만성질환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의 질

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통제변수와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를 고려한 모델 1의 

카이제곱 값은 150.36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이 검증되었

다. 분석 결과, 모델 1에 투입된 변수 중 연령, 소득활동, 과거흡연 여부

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만성질환에 대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

수록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과

거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수

준과 가구소득의 승산비는 각각 .917과 .787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 27 -

은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만성질환 이환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

요 요인이라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김혜련, 

2005; 이미숙, 2005). 이를 통해 한국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델 1에 가족관계의 질 변수를 추가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우선 모델 1에 비해 모델 2의 -2LL이 14.390(자유도 차이 7) 감소하

여, 가족관계의 질 변수를 추가한 후 모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의 분석 결과, 모델 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했던 연령과 소득활동, 과거흡연 여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여전히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투입된 가

족관계의 질 변수 중에서는 가족관계의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결혼생

활만족도의 승산비가 .871로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있

을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

인구학적 변수, 건강행동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관계의 질이 신체

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3은 모델 2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의 질 변

수들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가족관계의 질의 완충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후의 카이제곱 변화량은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여 모델 2에 비하여 모델 3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모델 2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했던 연령, 소득활동여부, 과거흡연여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결혼생

활만족도가 모두 만성질환 이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추가된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과 부부대화 ‘상’

그룹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교육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대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p<.01).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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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수준에 따른 만성질환 이환 기대확률

<그림 1>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대화 빈도가 일주일에 

1회 미만이 그룹과 5회 이상인 그룹의, 교육수준에 따른 만성질환이환 

기대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하는 양상 즉,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위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부간 대화가 많은 그룹에서 부부간 대화가 적은 그룹에 비해 만성질환

에 걸릴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나며, 부부대화가 적은 집단의 기울기가 더 

급하게 나타난다. 이는 부부대화 빈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교육수준이 높

아질 때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부부대화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동일한 정도로 교육수준이 증가할 때 그로 인해 

신체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부부대화가 많을 때 교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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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신체건강과 교육수준의 관계를 행동적 측면

의 부부 관계의 질이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인 가족관계는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간접적인 효과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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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B(s.e.) Exp(B) B(s.e.) Exp(B) B(s.e.) Exp(B)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 .089(.01)*** 1.093 .090(.01)*** 1.094 .090(.01)*** 1.094
 성별(기준: 여) .011(15) 1.012 .064(.12) 1.066 -.092(.15) 1.061
 소득활동(기준: 안함) -.514(.10)*** .598 -.534(.09)*** .586 -.355(.11)** .593
건강행동 

 과거흡연(기준: 비흡연) .400(.13)** 1.492 .391(.13)** 1.478 .412(.16)** 1.483

 현재흡연(기준: 비흡연) .166(.13) 1.235 .134(.13) 1.144 .217(.16) 1.141

 위험음주(기준: 비위험) .101(.12) 1.181 .073(.10) 1.076 .097(.12) 1.064

사회경제적지위
 교육수준 -.087(.03)** .917 -.086(.03)** .917 -.113(.04)** .914
 가구소득 -.240(.07)** .787 -.200(.07)** .819 -.332(.09)*** .816
가족관계의 질 
 배우자지지 -.011(.02) .989 -.013(.03) .993
 결혼생활만족도 -.139(.05)** .871 -.184(.06)** .869
 자녀관계만족도 .006(.05) 1.006 -.030(.06) 1.002

 부부대화 중(기준: 하) -.064(.09) .938 -.067(.11) .925

 부부대화 상(기준: 하) .028(.10) .972 -.044(.12) .942

 가족 저녁식사 중
             (기준: 하)

.029(.08) 1.029 -.031(.09) 1.015

 가족 저녁식사 상
              (기준: 하) -.025(.10) .975 .022(.12) .930

상호작용항
 교육*배우자지지 .016(.02) 1.016
 교육*결혼생활만족도 -.048(.05) .953
 교육*자녀관계만족도 -.004(.05) .996
 교육*부부대화 중 .017(.08) 1.018
 교육*부부대화 상 -.241(.09)** .786
 교육*가족식사 중 .009(.07) 1.009
 교육*가족식사 상 -.089(.10) .915
 소득*배우자지지 .060(.04) 1.062
 소득*결혼생활만족도 -.082(.11) .922
 소득*자녀관계만족도 -.131(.10) .877
 소득*부부대화 중 -.058(.19) .943
 소득*부부대화 상 .206(.21) 1.229
 소득*가족식사 중 .240(.16) 1.272
 소득*가족식사 상 -.102(.20) .903
상수항 -2.766(.92)* .063 -2.766(.92)** .063 -2.507(.95) .081
-2LL 5122.486 5108.096 5074.954
△df 8 7 14

△  150.361*** 14.390* 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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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신체적 건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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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건강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

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건강행동, 사회경제적 지위를 투입한 모델1의 카

이제곱 값은 112.33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모델1에서는 성별과 소득활동, 흡연과 위험음주,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73.7%가 높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31.4% 낮았다. 과거 흡연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상태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우울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위험음주 그룹이 비위험음주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소득의 승산비는 .641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에 대한 승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질 변수가 추가된 모델2를 통해 가족관계의 질

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델

1과 2의 카이제곱 값의 차이는 127.318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

서 유의하여 가족관계의 질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

했음이 검증되었다. 모델 1에서 유의했던 성별, 소득활동 여부, 가구소득

은 여전히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질 변수가 모델

에 포함되자 가구소득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가 감소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과 건강의 관계에 가족관계의 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새로 투입된 변수 중 결혼생활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 저녁식

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결혼생활만족도의 승산비는 

.613이었으며, 자녀관계 만족도의 승산비는 .833으로 나타나 심리적 측

면에서의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식사 빈도가 1

주일에 1-4회인 그룹이 1주일에 1회 미만인 그룹에 비해 우울증상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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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가능성이 33.5%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질의 심리적 측

면뿐 만이 아니라 행동적 측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질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

였던 모델3의 분석 결과, 기존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성별, 

소득 활동 여부, 흡연, 위험 음주, 가구소득과 결혼생활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 저녁 식사 빈도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롭

게 투입된 상호작용 항 중에서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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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1 모델2 모델3
 B(s.e.) Exp(B) B(s.e.) Exp(B) B(s.e.) Exp(B)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 .018(.02) 1.018 .017(.02) 1.017 .016(.02) 1.017

 성별(기준: 여) -1.335(21)*** .263 -1.121(.21)*** .326 -1.125(.21)*** .325

 소득활동(기준: 안함) -.377(.11)** .686 -.471(.12)*** .624 -.479(.12)*** .619

건강행동 
 과거흡연(기준: 비흡연) .676(.22)** 1.965 .577(.22)** 1.780 .571(.22)** 1.770

 현재흡연(기준: 비흡연) .779(.21)*** 2.179 .593(.21)** 1.809 .603(.21)** 1.827

 위험음주(기준: 비위험) .587(.15)*** 1.799 .554(.15)*** 1.740 .551(.15)*** 1.734
사회경제적지위
 교육수준 .044(.05) 1.044 .040(.05) 1.041 .048(.05) 1.049

 가구소득 -.444(.10)*** .641 -.243(.10)* .784 -.275(.11)* .759

가족관계의 질 

 배우자지지 -.034(.03) .966 -.027(.03) .974

 결혼생활만족도 -.489(.08)*** .613 -.497(.08)*** .608

 자녀관계만족도 -.183(.07)* .833 -.190(.07)** .827

 부부대화 중(기준: 하) -.237(.13) .789 -.252(.13) .777

 부부대화 상(기준: 하) -.159(.14) .853 -.161(.14) .851

 가족 저녁식사 중
             (기준: 하)

-.408(.11)*** .665 -.414(.12)*** .661

 가족 저녁식사 상
              (기준: 하) -.193(.14) .825 -.195(.14) .823

상호작용항
 교육*배우자지지 .020(.03) 1.020
 교육*결혼생활만족도 -.021(.07) .980
 교육*자녀관계만족도 -.129(.07) .879
 교육*부부대화 중 .120(.12) 1.128
 교육*부부대화 상 .038(.13) 1.039
 교육*가족식사 중 .136(.11) 1.146
 교육*가족식사 상 .163(.13) 1.177
 소득*배우자지지 .008(.06) 1.008
 소득*결혼생활만족도 -.017(.15) .983
 소득*자녀관계만족도 .157(.14) 1.170
 소득*부부대화 중 -.320(.26) .726
 소득*부부대화 상 -.088(.28) .916
 소득*가족식사 중 -.236(.23) .790
 소득*가족식사 상 -.211(.27) .810
상수항 1.060(1.33) .637 2.506(.1.38) 12.253 2.771(1.45) 15.971
-2LL 2898.313 2771.095 2761.982
△df 8 7 14

△  112.335*** 127.218*** 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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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정신적 건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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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2010년도 자료를 활용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264명의 도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가

족관계의 질이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건강에서는 만성질환을 한 개 이상 진단받은 비율이 

34%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약 12%인 525명이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관계의 질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관계의 심리적 측면 중 

하나인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 중년기 신체 건

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차승은, 한경혜의 연구(2003) 결과에 부

합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배우자 관계가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정신적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울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족관계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의 질 변수 중에

서 결혼생활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식사 빈도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긍정적

인 관계가 우울감 빈도를 낮춘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경혜 & 송지은, 2001). 또한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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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부모 자

녀 관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임소진 & 어성연, 2011), 자녀의 지지

가 성인기 건강을 증진시킨다는(전신현, 2007) 선행연구와 함께 긍정적

인 자녀관계의 질 또한 베이비부머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 함께 하는 저녁식사 빈도가 일주일에 

1-4회인 ‘중’그룹이 일주일에 1회 미만(즉 한 달에 0-3회)인 ‘하’ 그룹

에 비해 정신 건강이 양호하였다. 이는 가족 식사가 가족응집력을 강화

시키고 의사소통을 높여주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행복

과 건강, 가족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존의 논의(김경미, 

류승아, & 최인철,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결론

을 도출 할 수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감소하

였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경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수준 격차를 가족관계의 질이 완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질의 상호작

용 항을 투입한 결과, 만성질환 이환에 대해서 교육수준과 부부대화 그

룹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대화 정도가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대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는 교

육수준이 낮아질 때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부

부대화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동일한 정도로 교육수준이 낮아질 때 만

성질환 이환 가능성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관계에 

의해 완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던 강혜원, 한경혜의 연구(2005)와 같은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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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

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밝힘

으로써 베이비부머의 건강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통해 

강조되어온 가족 자원이나 구조적 측면뿐 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질 역

시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설명변수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강창출의 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주요 제공원으로서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모든 개인에게 건강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건강불평등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등을 통해 절대 빈곤을 줄이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접근에는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으며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근접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

근이 함께 요구된다(김창엽, 2009). 본 연구를 통해서, 가족의 사회적 지

지 제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 활동 프로그램, 관계 개선 상담 프로그램, 

대화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가정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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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

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보건정책과 함께 베이비

부머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행동적 측면에서의 가족관계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가족활동

이 개인의 행복, 건강 및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논의되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김

경미, 류승아, & 최인철, 2012). 본 연구에서는, 부부대화와 가족 저녁

식사 등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베이비부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직접효과

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인 가족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일상적 활동들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다. 추후 

가족 관계의 행동적 측면에서의 질을 측정하는 보다 정교한 지표 구축과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 측면의 가족관계의 질과 상호보완적

으로 활용됨으로써 가족과 건강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그

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사회경제

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양상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

안의 건강 연구는 주로 노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중년기 건강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세

대부양 부담, 재정 상황, 은퇴 및 재취업, 주택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 졌다고 지적된 바 있다(김주현 & 한경혜, 

2012).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도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수집된 대규

모 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건

강하게 노년기로 진입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적 차원의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대인

구집단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노년기에 진입할 때 발생할 막대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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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동안 간과되어왔

던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횡단자료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

다. 추후 연구들에서는 도구변수를 사용하거나 종단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건강과 가족관계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긍정적인 가족관계의 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불평등을 완충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

진다면, 이를 통해 건강창출의 단위로서 가족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

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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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Family

Relationship Quality on Health

among Korean Middle Aged

Baby Boomers:

Focusing on the Effects on Reducing

the Health Differences by

Socioeconomic Status

Jee-eun Ka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on Baby Boomers' health. There are 

two specific research questions: 1) Does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ffect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2) Do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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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reduc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Korean BabyBoomer Panel Study 2010 was analyzed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264 

married Korean Baby Boomers, who had at least one offspring. In 

this study, socioeconomic status indicators were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Physical health was measured by chronic 

illness and psychological health was assessed by dep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outlined below.

First, marital satisfact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hysical 

health. Besides,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were 

strongly related with the risk of chronic illness.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education level and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tner on physical health. That 

is,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tner critically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level and chronic illness. This 

result showed that positive family relationship protected physical 

health from stress yielded by low education level. 

Second, significant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depression 

was found.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and the 

marginal effect of household income decreased after family 

relationship variables were put into the analysis. Marital 

satisfac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frequency of family dinner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depression. 

keywords : Baby Boomers, chronic illness, depression, 

Socio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 health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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