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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화나 질병, 기타 이유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족원을 돌보는 부양자의 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부양시간의 흐
름에 따라 부양단계를 세분하고, 각 세부 부양단계에서 부양자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각 부양단계에서 부양자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기대수명과 노년기가 연장되
었으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년기를 건강하지 못
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 건강상태
가 좋지 않아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가족 중 일원이 1차적 부양을 담당하게 된다. 따
라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노인이 증가하면 이들을 돌보는 가족원 역시
증가하게 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원을 부양하는 것은 부양자로
하여금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업이며, 부양자의 정서적 · 경
제적 · 신체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
려진 바이다. 특히 부양자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부양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양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양 제공을 위해서도 중
요하다. 부양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부양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부양 대
상자의 건강상태도 함께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비용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부양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중요한 사회적 ·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적인 제도가 개인의 세밀한 일상생활이나 부양의 세세한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적 제도와 사적 체계인 개개
인의 세부적인 상황을 연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
해서는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부양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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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중・노년기 가족 부양
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양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며 일련의 궤적을 그리는 경험이라는
점, 그리고 그 궤적이 특정한 전환점을 기준으로 단계를 형성한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부양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단계마다 부양대상
자의 증상이 다르므로 부양의 강도나 부양자가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부양자의 사회참여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쳐 부양자
의 건강상태 역시 단계마다 각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
단계를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분석이 필요한 작업
으로, 데이터 축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부양의 단계를 나누
어 부양자의 건강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방법은 대표성 있는 종단데이터인 <고령화연구패널>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부양을 시작, 지속, 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
계로의 부양 지위 변화가 중 노년기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단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부양의 각 단계별로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때 건강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두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분
석하고자 하였으며, 정신적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감을, 신체적 건강
을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각각 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시작, 지속, 종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양의
단계에 따라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의 단계별 건강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부양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집단의 우울감 점수가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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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
도 부양의 단계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부양이 시작된 경우 비부양자에
비해 우울감이 높아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 초기에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의 악화를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양을 시작하게 된 집단의 건강 취약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양은 환자를 들어 올려 체위를 바꾸거나, 시간을 맞춰
투약을 하는 등 기존의 일상에서는 잘 수행하지 않던 낯선 행위가 포함
되는 행동이다. 따라서 부양 초기에는 신체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부양자와 부양 대상자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가족관계 내에서 정서적 교류를 해오던 가족원이 타인의 돌봄이 필
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부양 시작단계의 부양자들은 건강상태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부양이 종료되는 경우, 부양이 지속되는 것에 비해 우울감
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양을 경험한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든 부양 단계에서 비
부양 집단에 비해 취약하였다. 친구 만나는 횟수를 제외한 사회적 관계
망, 즉 사회참여 활동 개수와 자녀 만남 빈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모두 부양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약하였고, 부양
의 세부 단계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자는 부양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회관계망을 축소시켜 부양
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부양의 각 단계별로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사회적 관계망이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양 시작, 지
속, 종료 세 단계 모두의 우울감을 낮추었고, 부양 시작, 지속단계의 부
양자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였다. 이는 부양자에게 가족 간의 관계의 질,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양자에
게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지지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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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중·고령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구조의 크기나 기능이 그만큼 제한적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영향 역시 미비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가족 돌봄의 책임을 대부분 가족의 의무로 생각하는 문화적 특
성 상 부양자를 지지하기 위한 체계가 풍부하게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서구의 경우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조모임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다
양하게 제공되어 이들이 부양자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으로 편입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셋째, 부양 대상자와의 관계, 부양자의 성별, 부양자의 생애주기에 따
라 부양 단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부양이 시
작될 때,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부모를 돌보는 부양자에 비해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부양이 지속될 때도 이어져,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배우
자 부양자의 경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부양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 부
양자 역시 노년기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돌봄 관계 이전에 결
혼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특성 상 오랜 기간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으로 더
깊은 공감과 교감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 악화가 부모의
건강 악화보다 더 큰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양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 부양자에 비해 부양 시작시점의
우울감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 부양자에 비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나, 부양 시작 시점의 여성 부양자 건강의 취약성을 주장하는 선
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 시작과 종료 시 노년기 부양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모두
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는 노화과정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연령 증가는 대체로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부양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연령이 높은 부
양자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양 시작단계에서의 노년
기 부양자 건강 취약성은 기존의 다른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부양이 시작되는 것과 달리 부양이 종료된 상황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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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부양이 종료된 이후 부양자들의 건
강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일정 기간이 소요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부양이 종료된 기
간이 12개월 이하로,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
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양
이 종료되었더라고 종료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이 특정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과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부양 단계에
따른 부양자의 건강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양자의 건강 취약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명햐고, 부양자의 건강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을 수 있었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중요
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부양 지위 변화, 부양 단계, 부양자 건강, 부양자 사회적
관계망
학

번 : 2009-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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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본 연구는 부양 시작이나 지속, 종료와 같은 부양 단계로의 지위 변화
가 중 ‧ 노년기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양의 각 단
계별로 부양자 혹은 부양 경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
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문제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의료기술의 발전
이나 식생활 개선 등으로 오늘날 인간의 수명은 상당부분 연장되었다. 이
는 생애주기 중 노년기로 보내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년기가 길어진 만큼 치매나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건강문제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기능 저하는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을 수반하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
게 된다. 따라서 유병노인의 증가는 이들을 돌보는 부양자의 증가로 이어
진다.
건강문제나 장애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은 지금까지 주로 노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담당해왔다. 그러
나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에 유병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
면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기존
에는 가족 내 돌봄의 역할을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으나 핵가족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돌봄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제 노인 부양의 문제는 가족 내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가족 부양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병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으로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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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던 노인부양의 책임이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 영역으로 일부 전환되었
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혜택을 받은 가족부양자들의 가족관계나 갈등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그러나 공적인 제도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세세
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그 구성원이
지속적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전히 1차 부양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가족에 대한 부양
자 역할은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역할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규범적인 역할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조성남, 2006). 노인 부양을 주로 노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수행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부양자 역시 노년기이거나 빠른 시일 내에 노년기에 접
어들 것이다. 따라서 유병 노인을 부양하는 일이 중 · 노년기에 맡게 되는
일반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족 부양자 역할이 부양자 개
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 · 노년기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원을 부양하는 것은 부양자로 하여금 긴장
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업이며, 부양자의 정서적 · 경제적 · 신체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러
한 부양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부양자 건강의 취약성 문제가 제기되면
서 부양자는 ‘숨겨진 환자’로 간주되기도 한다(Ostwald, Bernal, Cron, &
Godwin, 2009). 부양자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권이라는 인간의 기본
적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부양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양의 내용
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양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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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양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부양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부양 대
상자의 건강상태도 함께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지출로도 이어지므로 부양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양의 경우 신체적 ·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돌보는 행위로, 고립감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건강
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집안일이나 부양 관련 행위(옷
갈아입히기, 자세 바꾸기, 목욕시키기 등)는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양자의 건강은 건강
의 다차원적 특성과 부양 행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
신적 건강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양자의 건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양 부담이나 우울
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거나, 우울감의 변화를 추적하는 등 정신적 건
강의 측면에 주목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건강을 연구
하는 데 치우쳐 있다(이영휘, 박경희, 성연실, 2008; 전혜정, 조규영,
2011; 홍주연, 김민희, 방희정, 2012). 부양자의 신체적 건강에 주목한 연
구들은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신체적 건강상태
자체를 분석하였다기보다는 부양자의 우울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신체적
건강상태를 활용하였다. 부양자의 신체적 건강을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
는 면역력이나 만성질환 개수 등 의학적 지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의사의 진단에 기초한 의학적 건강상태는 질환 및 질병의 개수
나 검사 수치를 제시하는 방법인데,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단순히 질
병의 개수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기 때문
이다. 이에 반해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환으로 인한 일상 활동에서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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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적 제한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이성은, 2012) 신체적 건강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Sirven
& Debrand(2008)는 건강한 노후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자기보고
식 건강개념을 사용한 바 있으며, 부양자의 건강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McCann, Hebert, Bienias, Morris, &
Evans, 2004; Danilovich, Xiang, & Pinto, 2017). 종합하여 보면, 부양
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양자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
적 건강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은 단순한 의료
적 진단수치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양은 한 번 시작되면 부양 대상자의 회복이나 시설 입소, 사망
등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양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시기마다 제공되어야
하는 돌봄의 종류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양자의 건강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종단자료를 활용한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패널조사가
시행되면서 종단자료가 축적되었고, 이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부양자의
건강 궤적을 추적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부양자의 건강 궤적이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악화되거나 유
지되는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서 부양을 일정한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양이 몇 개의 단계로 나뉘
는지, 각 단계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유지되는지 여부는 연구자에 따라 다
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양의 시작과 지속, 종료 세 가지 단계를 일
반적인 부양의 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부양이 시작된 직후에는 가족원의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해 돌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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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 충격으로 우울감이 높아지고, 익숙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양
의 모든 단계를 통틀어 시작 시기에 가장 큰 건강 악화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Cannuscio, Jones, Kawachi, Colditz, Berkman,
& Rimm, 2002; Hirst, 2005). 부양이 지속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데, 부양이 지속되면서 해당 과업에 적응하여 건강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주장과(Lawton,

Moss,

Hoffman,

&

Perkinson, 2000),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주
장(Bookwala, 2009; Townsend, Noelker, Deimling, & Bass, 1989)이
있다.
부양이 종료되는 것은 부양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화, 즉 사망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전문 시설 입소, 혹은 건강상태의 호전으로 돌봄이 불필요해
지는 것 등에 원인이 있다. 그런데 부양 대상자가 대부분 노년기이므로 건
강의 호전 보다는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부양자들
은 부양이 종료될 때 부양 대상자의 사망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주장과(Lyons, Cauley & Fredman, 2015), 부양 과
업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더불어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과 건강관리행동을 하게 되면서 건강상태가 더욱 호전된다는 주
장(Bond, Clark, & Davies, 2003; Grant,

Adler, Patterson, Dimsdale,

Ziegler, & Irwin, 2002)이 공존한다.
아울러 부양의 단계를 구분할 때, 이미 부양이 시작된 사람들을 대상으
로 단계를 나누기 보다는 부양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최초 조사 시점에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
는 경우, 부양 시작 이전의 정보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자의 건강
상태 변화가 순수한 부양의 효과인지 부양 이전 건강상태의 영향인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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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양을 하지 않다
가 부양을 하게 된 경우를 부양 ‘시작 단계’로, 부양을 지속한 경우 ‘지속
단계’로, 부양을 하다가 하지 않게 된 경우를 ‘종료 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로의 전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 때 부양자
의 모든 시점에서 부양을 하지 않는 비부양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부양
단계별 건강상태 변화가 다른 요인이 아닌 부양으로 인한 결과임을 더욱
명확히 밝혀보고자 한다.
부양자의 건강이나 부담 등 부양이 부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크게 부양 대상자특성과 부양자 특성을 나누어 각 특성
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부
양자의 성별이나 경제활동 여부, 연령 및 생애주기, 부양 대상자와의 관
계, 사회적 관계망 등의 요인에 따라 부양자의 건강이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임을 보고한 바 있다. 대체로 여성부양자가 남성부양자에 비해 건강상태
가 취약하였고(Chiou, Chen, & Wang, 2005; Pinquart & Sörensen,
2006), 노년기 부양자인 경우 중년기 부양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Lyons, Stewqrt, Archbold, & Scobee, 201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부양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공적 개입을
시도하고자 할 때 부양 단계를 비롯하여 부양자 및 부양 대상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생
중 노년기로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 역시 노인
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노년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iu
& Lou(2017)도 가족부양은 노년기에 예상되는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주장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부양자에 관한 연구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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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는 노년기 부양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노년기 부양자 못지않게 중년기 부양자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 노인
을 돌보는 부양자가 노인의 자녀인 경우, 부양자의 연령대는 중년기에 속
해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생애과정에서 중년기와 노년기에 수행하는
부양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중년기 부양자의 경우 부양
자 역할과 함께 자녀 양육이나 경제활동 등 다양한 역할이 동시에 부여되
는 반면 노년기 부양자는 은퇴나 자녀세대의 독립으로 부양 이외의 역할
은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와 노년기의 신체기능이나 건강상태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중년기 부양자나 노년기 부양자를
따로 분석한 정보로 전체 부양자에게까지 일반화 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중년 세대의 자료도 함께 분
석에 포함하여 중년기와 노년기의 부양 단계별 전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별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주요인으
로 생애주기를 투입하여 부양자가 중년기인지 노년기인지 여부가 각 단계
별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그 안에 속해있는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지지가 부양자로 하여금 부양을 지속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에 대해 연구자
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 시작이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White-Means &
Chang, 1994), 일부에서는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과 관련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주장도 있다
(Raina, O’Donnell, Schwellnus, Rosenbaum, King, Brehaut, Russell,
Swinton, King, Wong, walter, & Wood, 2004; Barrett, Hale, &

- 7 -

Butler, 2013).
우리나라에서 부양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분석한 연구들은 부양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나(홍주연, 김
민희, 방희정, 2012), 부양자의 우울감과 친구(이웃)만남 빈도의 중재효과
를 분석하는(전혜정, 조규영, 2011) 시도가 대부분으로, 부양에 따른 부양
자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와 그 영향을 관찰하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기존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
식이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나 친구만남 빈도의 중재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횡단면 분석의 결과
이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종 질병이
나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
는 중 · 노년기 부양자의 건강이 부양의 각 전이단계에 따라 각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양은 장기간 지속되는 과업이며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양을 시작-지속
-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로의 전이가 부양자의 주관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양 시
작, 지속, 종료집단에서 각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단계
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부양
자 연구에서 비교적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종단자료 활용 및 부양자 건강
의 다차원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은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부양상
황 및 부양자 건강상태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횡단면 분석이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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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는데, 횡단면 분석만으로는 부양기간 경과에 따른 부양자 건강상태
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양은 특정 시점에 발생했
다 소멸하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다. 부양 대상자의 발병으로 시작되었다가
부양 대상자의 회복이나 시설 입소, 사망 시 종료된다. 따라서 부양은 한
번 시작되면 부양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
부양자의 건강상태 역시 부양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Montgomery, Kosloski,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부양자의 건강에 대한
횡단면 분석만으로 부양자 건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 분석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자 한다.
부양자의 건강을 부양 시작과 지속, 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McCann, Hebert, Bienias, Morris, & Evans(2004)는 이미 부양이 시작
된 부양자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종단연구라 할지라도 부양의
순수한 효과를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이미 부양이 시작된 집단
의 변화를 추적하는 경우, 부양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에 따른 부양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부양의 결과로 제시되는 건강상태의 변화가 부양으로 인
한 것인지, 부양 이전에 이미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초 시점에는 부
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 조사 시 부양을 하게 된 부양자들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표집 당시에는 향후 부양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작 시 부양을 하지 않다가 이
후 조사 시 부양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집단을 분석에 포함하여 부양에
따른 부양자 건강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부양자의 건강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부양을 시작, 지속, 종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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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부양자
건강의 취약성은 입증되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양자 건강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연구 설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즉, 부양자의 취약한 건강 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
화되어 가는지, 혹은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통일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가
족의 특성이나 부양 시간 및 기간, 부양자의 생활환경, 부양 대상자 질환
의 전개 과정, 시간 경과 등에 따라 부양자의 역할이나 건강 상태가 다양
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Gitlin과 Wolff(2012)는 이러한 부양의 역동적 특성과 그로 인해 발현
되는 부양결과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양 궤적(trajectory)’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부양으로 인한 건강 상태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선형적 변화가 아니라 그 방향과 정도가 계속 변하는 궤적을 보인다. 따라
서 부양의 강도나 시점 등의 기준에 따라 부양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에 부양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다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Katherine, Joseph, Laura, & Yaakov, 2014). 부양 단계
에 따른 건강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면 부양자의 건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양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을 시작과 지속, 종료 및 비부양으로 나누어 각 단
계로의 전이가 부양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고자 한
다. 아울러 부양의 시작과 지속, 종료 세 가지 단계별로 각기 부양자의 건
강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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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 중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에도 초점을 두
고 있다.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가족구조 구조가 변
화하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거 가족원에게
기대되어오던 정서적 안정감 제공이나 사회적 지지 제공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임을 쉽게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부양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망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까지의 부양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보다는 부양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사회적
관계망의 중재효과를 주로 분석해왔다. 또한, 부양의 단계를 나누어 각 단
계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도
도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존의 가
족망에서 친구관계 및 사회참여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양자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 개념
을 사용하여 부양 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부양
의 각 단계로의 전이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
여 부양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건강을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으로 나누
어 부양 단계별로 각 단계로의 전이가 부양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 속해있는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부양자의 건강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
책을 강구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
양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주요 원천인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
여, 부양자가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을 맺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인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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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망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사회적 지지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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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스트레스 이론과 연구 모델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양자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트레
스 과정모델에 주목하여 분석 모델과 주요 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스
트레스 이론은 가족 부양자의 부담과 스트레스, 건강상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공하여 많은 실증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
다. 그러나 스트레스 이론은 개인이 생애과정 중 어떤 시기에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부양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
다. 이에 스트레스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인 라이프코스 관점을 이
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양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의 개념과 측정에 관련된 논의
들을 살펴보고, 이어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스트레스이론과 부양자의 건강

스트레스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여 내적 항상
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항상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 아울러 이러한 스트레스는 적응이나 대처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성적인 질환을 앓
는 가족원을 부양하는 일은 기존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
사건으로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Margaret &
Esther, 2012).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스트레스 과정모
델(Stress Process Model)이 제시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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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받는 1차 스트레스원은 부양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나 부양의
강도와 같이 부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이고, 2차 스트레스원은 부
양자가 느끼는 부담감이나 죄책감 등 부양자의 감정적 갈등이다. 스트레
스원이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나 부양자
의 내적 자원이 중재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부양자의 우울감이나 주관
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에서는 객관적인
스트레스원의 작용보다는 개인의 판단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중재요인
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부양자 개인의 판단이나 사회적 지지는 부양
자의

우울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William, Laurie, Beth, & Allison, 2003), 부양자의 건강 악화를 중재
하기도 한다(Son, Erno, Shea, Femia, Zarit, & Stephens, 2007). 이
와 같이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은 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부양의 강도, 부양 기간,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이 부양자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중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여 부양이 부
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을 파악하는 틀을 제공한다.
한편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부양자의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대한

가설도

있는데,

소모가설

(wear-and-tear hypothesis)과 적응가설(adaptation hypothesis)이라
는 상반된 가설이다. 소모가설이란 부양 활동이 지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더욱 커진다는 주장이다(Bookwala, 2009; Townsend et al., 1989).
소모가설의 주장은 부양 초기에는 부양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Hirst, 2005), 일부 부양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
양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Schulz, O’Brien,

Bookwala, & Fleissner. 1995; Schulz &

Sherwood, 2008). 이와는 달리 적응가설은 부양자의 건강이 부양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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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손상되며, 이후 부양자가 부양 역할에 점차 적응해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상태가 회복되어간다고 가정한다(Lawton et al., 2000).
이 두 가설 모두 부양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스트레스 이론에 입각한 부양자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
다.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Pearlin, & Skaff, 1996). 동일한 스
트레스원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가 생애과정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스트레스
이론은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는 부양을 스트레스로 확정지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이론은 부양
이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 사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지
만(Pearlin & Aneshensel, 1994), 실제로 부양은 일생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규범적인 역할에 더 가깝기 때문에 부양자들은 그 역할에 순응하여
부양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박도 있다(Skaff, &
Pearlin, 1992). 다시 말해 부양이 모든 부양자에게 동일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양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2. 생애과정 관점과 부양

부양 연구에 있어 스트레스 이론의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이 제안되기도 한다.
라이프코스 관점은 부양자들이 가족 부양의 역할 획득이나 상실과 같은
생애 사건을 경험하는 순서나 시기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 역사
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후 부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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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Elder, 1998; George, 2009; Pearlin,
2010).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주요 개념은 부양자의 부
양 경험과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한다(Moen, Robinson &
McClain, 1995).
그 첫 번째 개념으로 상호 연결된 삶(linked lives)을 들 수 있다. 개
인은 사회적 구조 내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삶
이나 상황의 변화는 다른 가족원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개념을 부양 연구에 적용하여 보면, 가족원이 특정한 질병
이나 노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다른 가족
원들은 건강하던 가족원의 건강 악화로 심리적 충격이나 안타까움 등을
느끼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양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나 역할을 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라이프코스 관점에 입각한 상호 연
결된 삶은 특히 여성의 삶과 관련이 깊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역할이 규정되어 왔으며, 그 결과 여성의 삶은 남편이나 자
녀, 늙은 부모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 왔다. 가족원 중 누군가가 타
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주로 여성이 담당
하게 되는 것도 여성의 삶이 가족원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개념으로 전이(transition)와
전환점(turning point)이 있다. 전이는 직장이나 가족 역할 및 책임 등이
변화하여

다음

궤적으로

이동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Wethington, 2005). 아울러 개인이 경험하는 전이는 개인에게 스트레스
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이를 예측하지 못했거나, 개인의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강도의 전이를 경험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
된다. 아울러 전이는 건강이나 생활 습관 등의 다른 궤적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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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이는 개인이 일생 동안 일반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
으로 주로 결혼 지위의 변화나 자녀 양육, 사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와 사망률의 저하 등으로 전이를 경험하는 시기나
기간에도 점차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사별 이후 기간의 증가와 부양
자로의 전이 및 부양 기간 장기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이가 개인의 인생
궤적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사건으로 인식되는 반면 전환점은 흔치 않은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Evans, Croga, & Belyea, 2009). 전환점은 전이
라는 큰 흐름 내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변곡점을 의미하는데, 부양자들의
경우 부양자로의 전이와 관련하여 “(부양 대상자의 질병을) 깨달은 순
간”(Clark & Huttlinger, 1998)이나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낀 순
간”(Escandon, 2006) 등과 같이 부양자의 역할과 책임을 처음으로 받아
들인 시점이 부양경험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의 하나가 될 수 있
다.
개인의 부양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라이프코스 관점의 세 번째 개념
은 시기와 기간이다. 개인의 삶은 전이(transition)나 사건을 경험하는
시기(timing)에 따라 발달적으로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부양을 시작하는 시기가 개인적인 생애과정 중 어디에 있는가에 따
라 개인은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부양과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양은 각 생애과정에 부여된 역할 기대가 다르고,
가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세대의 부
양은 전혀 다른 경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중년기는
대부분 자녀가 학령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녀 양육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장인, 부모 등 중년기의 개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노년
기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원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면
다양한 역할 간의 상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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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중년기의 부양 역할이 노년기의 부양에 비해 스트레스가 덜하
다는 해석도 있다. 중년기에는 건강 상태가 노년기에 비해 좋고, 경제활
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
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 노년기 부양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년기와 노
년기의 부양은 개인에게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라이프코스 관점의 네 번째 주요 개념은 과거의 경험이 향후 개인의
삶을 구조화 한다는 것이다(Elder, 1992). 특정 시기의 경험은 그 시기를
끝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
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애
과정 중 특정 시기에 부양을 하는 것은 그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인
의 건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양 대상자가 독립
적인 움직임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부양자는 부양 대상자를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모두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부양자 개인의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부양이 지
속되는 동안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부양이 종료되었더라도 바
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부양자의 건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만 주목할 것이 아
니라, 부양이 끝난 이후 부양자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시기에 부양을 경험했던 것이
이후 부양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혹
은 부양이 종료되면 바로 부양자의 건강이 회복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
은 특정 시기의 부양 경험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재구조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해줄 것이다.
라이프코스 관점의 주요 개념 중 부양자 연구와 관련된 다섯 번째 개
념은 “궤적(trajectory)”이다. 궤적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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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특정한 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애 전체에 걸친 궤적도 있지
만, 특정 전이가 그 자체로 궤적이 되기도 한다. 즉, 부양자로의 전이는
그 나름의 궤적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양자의 건강은 부양이
시작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지속되고 변화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양을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식하
고, 스트레스 원인과 개인의 건강에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
적 지지의 영향을 강조하는 스트레스 과정이론의 기본 가정을 연구의 주
요 축으로 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양자 건강상태의 변화 양상을 규
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생애과정 관점의 몇 가지 주
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중 ·
노년기 부양자의 건강상태를 고정된 한 시점의 특성으로 보지 않고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애과
정 관점에서 제시하는 궤적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양을 시작, 지속, 종료
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부양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부양자가 동일하게 경험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부양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부양의 시작, 지속, 종료는 시간상으로 각자 전 · 후 단계
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양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규명하고
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모가설의 입장
에서 보면 시작 단계에서는 부양자의 건강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가 지
속, 종료로 갈수록 점차 악화될 것이다. 적응가설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부양의 시작 단계에서 부양자의 건강은 급격한 저하를 보이다가 지속과
종료 단계를 거치며 점차 회복되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 각 단계별로 부양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내고자 한다. 특히 스트레스관점에서 강조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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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부양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토
대가 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접촉 빈도가 부양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생애과정 관점에 입각하여 부양자의 생
애과정이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누구를 부양하는지 여부가 부양자의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앞서 언급한 이론적 관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보완함으로써 보다 풍
부하고 다양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 부양 단계와 부양자 건강

1) 건강의 개념과 구성요소

건강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생의학적 모델
(biomedical model)에 근거한 정의로, 병원균의 침투에 의한 손상을 질
병으로 정의하고 질병의 유무와 그로 인한 신체기능 변화 여부에 주목한
다. 이 관점에 의하면 건강 형성과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 형태
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한경혜, 이정화, Ryff, Marks, 옥선화,
차승은, 2003).
이와는 달리 1946년에 WHO에서 발표한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안녕의 복합적 산물을 의미하며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병
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강의 다
차원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등장한

생물심리사회적

모델

(biopsychosocial model)은 개인의 건강 상태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
니라 행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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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개인의 건강 상태는 한 가지의 기준만으
로는 결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건강에 대한 실증연구 시 건강을 다양한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실증 연구
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WHO, 1946)에 입각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
신적 건강’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모든 개인은 객
관적 · 의학적으로 유사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
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실제로 향후 건강상태와 수명에 자기실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지연, 부가청, 2007). 이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개인의 건강 상태 평가의 주요 지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Idler, Hudson & Leventhal,1999; Ware, 1987). 실
제로 여러 장기추적조사 결과 다른 임상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 사망률과 기능장애에 대한 예측성이 강하고(Idler & Benyamini,
1997; Idler & Kasl, 1991; Kaplan & Camacho, 1983)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들에 의거하여 건강을 ‘신체적 건
강’과 ‘정신적 건강’ 이라는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논의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주목하여, 부양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
표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양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는 우울감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2) 부양과 부양자의 건강

부양자의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부양자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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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양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Medalie(1975)는 장애 남성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을 간병
하고 수발하는 아내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겪으며 부양자들의 스트레
스와 정신적 건강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장애인이나 장기 질환으로 인
해 장기간 환자를 돌보는 부양자를 “숨겨진 환자(Hidden Patients)”라고
칭하면서, 이들이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 부양 과정 중
이나 부양 대상자의 사망 이후에 또 다른 환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부양자 건강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부양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부양자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저조
한 건강상태에 있다면 부양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보는 부양 대상자들의 건강이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Aneshensel,

Botticello,

&

Yamamoto-Mitani, 2004; McCann, Hebert, Bienias, Morris, &
Evans, 2004). 뿐만 아니라, 부양 과정 중에 부양자가 받았던 스트레스
나 악화된 건강 상태는 부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양자의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Aneshensel et
al., 2004; Pearlin, Schieman, Fazio, & Meersman, 2005). 이에 본
절에서는 부양 과업이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보고,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했던 스트레스 과정이론에 의하면, 부양자의 건강은 부양자
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효과로 개념화 된다(Pearlin et
al., 1990). 부양자의 건강 결과는 우울감이나 분노, 심리적 건강, 인지
장애, 부양활동의 중단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족원을 부양하는 사람들
은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Anderson et
al., 1995; Pallet, 1990; Pearlin et al., 1990), 이러한 부양 부담이 궁
극적으로 가족 부양자의 생활 만족도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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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김경민, 이은남, 2005; 김은
영, 여정희, 2012; Pinquart & Sörensen, 2003; Vitaliano, Zhang &
Scanon, 2003).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onald, Lyubov, Diana,
Sarah, & Marks(2014)는 부양자가 느끼는 부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
양자가 여성이거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부양 대상자와 동거할수록, 부
양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수록 자기 효능감이나 기분이 더욱 좋지 않음을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하였는데,
중년기(50~64세)의 부양자, 부양 대상자와 동거하지는 않지만 2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공적 부양서비스 접근 가능성이 미약하거나 경제
력이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Margaret,
Xiaoling, & Daniel Pinto, 2017). 특정 질병을 앓는 환자를 부양하는
부양자들의 건강상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 결과 치매나
말기 암환자를 간병하는 부양자들의 경우 부양 부담 수준이 높고(Arai &
Washio, 1999; Clyburn, Stones, Hadjistravropoulos, & Tuokko,
2000), 우울감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난다(Aneshensel et al., 1995;
Clyburn et al., 2000). 이러한 부담이나 우울감은 부양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 심할수록(Ory, Yee, Tennstedt, & Schulz, 2000; Teri, Truax,
Logsdon, Uomoto, Zarit & Vitaliano, 1992; Zarit, Todd, & Zarit,
1986), 인지행동장애가 심할수록(Schulz et al., 1990, 1995) 더욱 높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사 대상자를 부양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에 비부양자와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연
구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Haley et al, 1995). 이에 따
라 비교군, 즉 비부양자와의 비교를 시도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정신적 건강상태인 우울감과 함께 포괄적인 의미에서 건강 범
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살펴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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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의 우울감은 비부양자에 비해 높았고, 부양자의 삶의 만족도는 비
부양자에 비해 낮았다(조규영, 2010).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는 부양
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취미・여가・사회적 활동에서 더 많은 어려움
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의 스트레스 증상도 심하고, 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ura, Stukenberg, &
Kiecolt-Glaser, 1991; George & Gwyther, 1986). Xiao, Karen,
Lisa(2014)는 치매환자의 부양자 124명을 대상으로 부양과 만성질환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비부양 집단과 비교를 시
도하였다. 분석 결과 45세~64세에 속하는 부양자 집단의 만성질환 유병
율이 비부양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비부양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자 한다.
한편, 과거의 부양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대부분 회고적 연
구 설계(retrospective design)에 의한 횡단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부양의 특성 상 단일 시점의 건강 특성보다는
장기적으로 부양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면서 부양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연구가 등장하였다.
Ronald, Brent, Mausback, Joel, Paul, Thomas, Sonia, Michael,
Susan, Elizabeth, Matthew, & Igor(2011)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배우
자를 돌보는 부양자들을 매 12개월에 한 번씩 총 3년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양자들은 비부양자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많은 대사증후
군을 갖게 된 사실이 밝혀져 시간이 지날수록 부양자의 건강이 더욱 악
화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부양자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
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 변화를 추
적하기 위해 진단시점과 그 2년 후의 부양자 우울 증상을 분석한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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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ffer, Carver, & Cannady(2014)의 연구 결과 부양자의 우울감은 부
양 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가 하위 집단에 따라 악화와 안정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연구도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
자 133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총 6년간 조사한 Katherine,
Joseph, Laura, & Yaakov(2014)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부양자(69%)
에게서 우울증상이 부양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우울점수가 가장 낮았고, 진단 후 1년 간 급속하게 증가
하다가 이후 6년까지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31%
의 부양자는 우울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연구자는 이들의 특
성으로 초기 시점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부양자의 세부 특성 별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연구들은 종속변수의 종류나 연구 대상, 부양 대
상자의 질환, 조사 기간 등 연구 분석의 대상과 연구 설계 등이 각기 다
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결과만으로 비교하거나 일관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다만 앞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연구들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시간의 경
과에 따른 부양자 건강상태 변화가 선형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
적한다. 즉, 부양자의 건강변화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증
가하거나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는 증가되었다
가 다른 구간에서는 유지되기도 하고, 또 다른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양자의
건강 변화를 연구할 때 부양 기간이나 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부
양 환경의 특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부양 기간을 기준으로 시작-지속-종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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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계로 나눈다거나, 부양 환경의 특성을 기준으로 높은 강도의 부양
이 필요한 집단과 낮은 강도의 부양이 필요한 집단을 따로 나누어 이들
하위 차원의 건강변화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 건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부양자 건강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
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양자 건강 변화 패턴의 다양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양 단계를 시작-지속-종료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
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노년기 부양자 건강의 궤적과 이에 대한
부양 경험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의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 맥락에서 부양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부양 단계별 건강상태 차이

본 절에서는 부양을 하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
고, 선행 연구에서 이들 단계별 부양자의 건강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양에 하위 차원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Pearlin(1992)의 주장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Pearlin(1992)은 555명의 치매환자 부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인터뷰 이후 1년 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조사 시 555명의 참여자 중 352명만이 부양자로 남아있었고, 100명
은 요양시설 입소, 74명은 사별을 한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양자 개인마다 경험하는 부양의 총 기간이나 강도는 각기 다르더라도,
부양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거쳐 가는 일련의 “단계”가 있음을

주장하

였다. 아울러 Pearlin은 모든 단계로의 전이는 각각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이 함께 변화하며, 그에 따라 각 단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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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들의 건강상태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양자
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 궤적(trajectory)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Moen, Robinson, & Fields, 1994; Pearlin & Marilyn,
1996).
부양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별로 건강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은 부양자의 건강 궤적을 살펴본 다른 연구에서 재
차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llison, Heidi, Sarah,
Barbara, Catherine, Alyssa, Rebekah, Charles, & Paula(2011)는 10명
의 뇌종양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부양 직후 및 4개월이 경과
한 이후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양 초창기에는 새
로운 일상에 적응해가는 시기임을 밝혀내었다. 특히, 부양 시작 후 4개월
정도는 “신혼 기간(honeymoon phase)”으로 불리는데, 가족구성원들은
부양 대상자의 발병으로 인해 가족원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애틋함과
안쓰러움이 커지는 시기였다. 이에 부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새
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더 치중하였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
면 부양자들은 부양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고, 부양 대상자들의 기능 저하
를 직시하면서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난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관심을
보이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보다는 부양 활동이나 부양 대상자들의 질
병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부양 활동을 직접적으로 도와
주는 것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양이라는 하나의 생애
사건일지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단계와 상황적 변화가 있는 것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Katherine, Joseph, Laura, & Yaakov(2014)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양
자들의 우울 증상 변화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133명의 부양자를 대상으
로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두 종류의 궤적을 가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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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부 참여자(92명, 69%)는 초기의 우울점
수가 낮고, 1년간 우울감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이후 6년까지 안정적인 증
가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집단(41명, 31%)은 초기의 우울점수가 가장 높
고, 향후 6년간 그 증가세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었다. 이와 같이 부양자
의 우울 궤적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부양을
한 가지 연속선상으로 보기 보다는, 세부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에서 부양
자에게 작용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미 부양을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 연구의 경우, 부양을 시
작하기 이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궤적이
부양으로 인한 것인지, 부양 이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명확
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Pinquart & Sörensen(2003)은 부양
자에게 작용할 수 있는 6개의 스트레스원과 부양 부담 및 이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총 228편의 실증연구를 메타분석 하였다. 분
석 결과 부양 기간과 우울감의 선형적 관련성이 매우 적음을 발견하였는
데, 그 이유는 특정 기간, 특히 부양의 중반부에 부양자가 느끼는 부담과
우울감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부양자의 건강을 분석하
는 데 있어 부양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부양 기간을 일련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에 주목하
여 부양의 세부 단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부양 단계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부양을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Brown &
Stetz(1999)는 “부양자 되기”, “부양하기”, “부양 대상자의 죽음”, “극복”의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Lawton, Moss, Hoffman, and Perkinson (2000)은
“부양 시작”, “중견 부양자”, “숙련 부양자” 세 가지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많
은 연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부양을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단
계, 즉 역할 획득(부양 시작), 부양 역할의 습득 및 장기화(부양 지속), 역할
상실(부양 종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양의 각 단계가 지속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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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지 않으며, 단계에 속하는 부양자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각 단계에 속해있는 부양자들의 건강 상태와 주변 여건을 파악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양의 단계가 연결되는 실마리를 찾아내
고, 부양자가 각기 다른 속도와 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부양 상
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양을 일정한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들은 일관되
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부양이 시작될 때 건강상태가 급격히 저하된다
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annuscio와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부양이 시작될 때 가장 큰 폭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양이 지속되거나 종료된 집단의 경우 정신건강상태가 호전되었던 반면,
배우자를 부양하는 여성이 부양을 시작하는 경우 우울감이나 분노감이 매우 높
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부양 강도가 높을수록 부양 시작으로 인한 건강상태
저하가 더 심했다. Burton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부양이 시작되는 경우 우
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리 행동 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Cannuscio et al.(2002)은 1992년과 1996년 두 개 시점의 자료를 비교하여 분
석을 시도하였는데, 부양이 시작된 여성은 비부양자나 지속 부양자에 비해 정신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감퇴하였다. 호주 여성 9,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
한 Gramotnew(2007)는 부양 시작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악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Hirst(2005)는 부양 시작 3,000명, 부양 종료 2,900명, 지
속적 비부양 11,100명을 대상으로 부양의 시작이나 종료가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및 회복 지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도 부
양이 막 시작된 집단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가장 취약했다. 부양 단계 이외에도
부양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그리고 부양에 할애하
는 시간이 길수록 정신적 건강이 더욱 취약했다. 부양 시작이 부양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부양자가 딸인 경우에는 부양
이 시작되는 것이 정서적 복지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부양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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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 경우에는 부양 시작 시 정서적 복지감이 급격히 저하되었다(Selltzer, &
Li, 2000).
부양이 지속되는 집단의 건강 상태에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혼재해 있
다. 먼저, 부양이 지속되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이 더 좋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
된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우 부양이 지속될
때 부양이 시작된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고(Norma, Courtney, 2009), 65
세 이상 여성 634명을 대상으로 부양의 단계별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양
이 지속된 부양자들은 다른 모든 단계의 부양자에 비해 정신적 건강상태와 신
체적 건강상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awton et al., 2000). 부양 지속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데, 부양이 지속되는 것은 부양자의 신체적 건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 건강
한 부양자일수록 부양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양이 지속되더라도 부양
자의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양이 지속되는 것은 부양자의
정신적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cCann, Herbert, Bienias, Morris,
& Evans, 2004). 부양을 5년 이상 지속한 집단을 추적 관찰한 결과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것은 아니었고, 부양 13개월 후 측정한 부양자
의 건강상태가 가장 취약하다는 보고도 있다(Janice, Jason, Carl, Joseph, &
Ronald, 1994).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부양이 지속되는 동안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으면 건강상태가 더욱 취약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부양이 지속되는
상황은 동일하더라도 부양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 그 결과는 각기 다르게 나
타났는데, 배우자 부양을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경우 비부양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우울감을 보였다.
부양이 종료된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부양의 중단은 부양 대
상자의 사망이나 요양원 입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상태에 따른
부양자의 건강을 추적 관찰한 것이다. Grant 등(2002)의 연구에서 알츠하이
머 환자를 돌보는 가족 부양자들은 부양 대상자의 요양시설 입소나 사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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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선과 우울감 감소를 보였다. Bond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부양 대상자의 사망이나 입소 이후 부양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양을 하다가 종료되는 경
우 사회활동 참여나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회복됨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
리

부양이

Roland,

종료되어도

Brant,

Joel,

건강상태가
Paul,

호전되지

Thomas,

않는다는

Sonia,

주장도

Michael,

있다.
Susan,

Elizabeth, Matthew, & Allison(2011)은 부양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하여 부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가 감소하는지, 그리
고 감소된 스트레스가 궁극적으로 부양자의 심혈관계 질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부양하
는 55세 이상 기혼자 119명을 3년간 추적하였으며, 부양이 종료된 경우 종
료 후 3개월, 15개월, 27개월째에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보다 명확
한 분석을 위해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지닌 대조군(비부양자)의 건강
상태도 함께 추적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양대상자가 사망하여 부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부양자의 대사증후군 수가 감소하여 비부양자와의 차이가
없어졌다. 그러나 부양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부양이 종료된 경우에
는 일부 대사증후군이 감소되었으나, 우울 증세나 수면장애가 강하게 있는
부양자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1,027명의 여성
부양자와 비부양자(대조군)를 대상으로 총 9년 간 5번의 조사를 실시한
Lyons, Cauley, & Fredman(2015)의 연구에서는 부양 강도가 높았던 부양자
의 경우 부양이 종료된 후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부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과업
이며, 각 단계별로 부양 상황을 비롯하여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을 세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통해 부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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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종료 등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종단자료가 축적되면서 부양의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횡단면 연구에서 부양자의 건강이 비부
양자에 비해 취약함을 보고해왔던 기존의 결과와는 달리, 부양의 단계를 세
분화하여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일관되지 않고 매
우 다양화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부양 단계로의 전이에 따른 부양자의
건강상태 변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각 단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자의 성별이나 생애
주기, 부양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고 일부 나타났다.
부양을 일련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일부 한계점
을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제한점으로는 부양을 단계별로 나누어 부양자의
건강을 살펴본 최근의 연구가 대부분 부양자의 우울감에만 주목하고 있어
건강의 다양한 하위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Dulke et al.,
2014; Katherine et al., Kaurman et al., 2018; 2014; Kim et al., 2014;
Liu & Lou, 2017; Lyons et al.,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은 다
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양자의 건강에 관해 보다 면밀히 파
악하기 위해서는 부양자의 건강을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기존 연구의 두 번째 제한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생애과정 관점에 의하면, 개인의 삶은 개인이 위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부양자
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의 세 번째 제한점으로는 국내에서 부양의 단계를 시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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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및 지속적 비부양으로 나누어 이들을 비교해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논의에서 부양자들이 각 단계에
서 직면하는 부양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집단을 동시에 비교하는 분석은 분석 방법이나 데이터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양을 시작-지속-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비부양자에 비해 취약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부양의 단계별 건강상태
분석 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부양자의 성별과 부양자의 연령대(중/
노년기 여부), 그리고 부양 대상자와 부양자의 관계(배우자, 부모)별로 건강
상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단계별로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 부양자나 노년기 부양자, 특
정 질환자의 부양자 등 부양자의 일부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면 본
연구에서는 부양 대상자의 증상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로, 부양 대상자를 부양하는 중 · 노년기 부양자로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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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양 특성

가. 부양 대상자

중・노년기 부양자가 돌보는 부양 대상자는 부양자의 배우자이거나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두 가지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우자 부양자와 자
녀 부양자는 생애주기 단계, 부양자와 부양대상자 간 관계의 역사, 상호작
용의 성격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양 상황에의 적응과정 및
그 결과 또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신꽃시계, 2011).
배우자를 부양하는 사람과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 중 누가 부양의 부정
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
다.

먼저,

배우자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Seltzer와

Li(2000)의 주장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 부양자에 비해
연령대가 더 높고, 그에 따라 신체적 건강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양자
로의 전이와 그에 따른 부양 역할 수행에서 자녀 부양자보다 더 취약하다
는 것이다.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 더 취약할 수 있다. 생애과정상 배우자를 부양하게 되는 시기는 자녀
양육을 마치고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시기로 개인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였다는 안도감과 함께 휴식과 자유를 기대한다(Susan,
1992).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장기질환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
면 또다시 부양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고, 더구나 노인 부양은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업이므로 부양책임을 맞게 되는 것이 배우자에게 상
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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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Silverman, 1987) 배우자가 질병을 얻어 보살핌이 필요해지거
나 특히 인지기능이 상실되면 부양을 맡은 배우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
인받을 대상을 잃게 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 부양자가 자녀 부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있는 반면, 자녀 부양자의 스트레스나 건강에 더 주목하는 의견도 있
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경우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와 달리 생애주
기 상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 과부담 또는 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Barling, MacEwen,
Kelloway & Higginbottom, 1994).
실증 연구결과 역시 혼재되어 있다. 배우자 부양자가 정서 고갈, 부양
부담, 스트레스, 긴장 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김주성, 이해정, 김기
련, 2004; Hughes, Giobbie-Hurder, Wever, Kubal & Henderson,
1999; Sherwood, Geven, Given & Eye, 2005)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 부양부담 등을 더 많이 느
낀다고 보고한 결과들도 있다(Barnes, Given, & Given, 1992; Call,
Finch, Huck & Kane, 1999; Donaldson & Burns, 1999). 배우자 부양
자와 부모 부양자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김윤정, 최
혜경, 1993; 이미애, 2006; Raschick & Ingersoll-Dayton, 2004).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양자와 부양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지 아니면 부모자녀간인지에 따라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양자의와 부양대상자의 관계를 배
우자와 부모-자녀로 나누어 건강상태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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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자 특성

가. 부양자의 성별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은 일생을 통해 경험해온 역할 기
대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이라는 스트레스적 역할을 맡게 되는 빈
도나, 그러한 경험이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많은 경우 여성 부양자의 건강이 남성 부양자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이론적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성 역할사회화 관점(Gilligan, 1982), 성역할 기대 관점(Barusch
and Spaid, 1989), 노동 시장 분리와 가사노동 이론 관점(Barusch and
Spaid, 1989; Ross, 1987)으로 이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들 관점은 여
성에게 전통적으로 기대되어오던 역할이 가족원에 대한 “돌봄”이기 때문
에 여성에게 부양자로의 전이는 익숙한 과업이자 예측 가능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 역할 기대에 의해 여성은 더 높은 수준의 부양스트
레스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실증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여성은 남성
부양자에 비해 부양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길거나(Yee & Schulz, 2000)
부양 대상자의 질환이나 행동장애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Pinquart &
Sörensen, 2006). 동일한 맥락에서 남성이 부양을 맡게되는 경우, 이는
남성에게 익숙한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 대상자를 요양원으로 보내거
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도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Yee & Schulz,
2000).
아울러 성 역할 기대 관점에서 보면 남성에게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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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돌봄보다는 과업 중심의 노동자 혹은 감독의 역할이다(Calasanti &
King, 2007). 따라서 남성들은 부양대상자를 잘 입히고 보살피는 돌봄의
행동을 “과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업을 수행해 내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감정은 분리하려 노력한다. 동시에 기존에
남성에게 기대되지 않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서 주변의 칭송
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부양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맞추
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돌봄은 자신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역할이며 책
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비판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
는 경향이 있다(Navaie-Waliser, Spriggs, & Feldman, 2002).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부양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운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활용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Burton, Newsom, Schulz, Hirsch, &
German, 1997). 부양자의 사회참여 활동은 부양자 개인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많은 연구에서 제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Arent,

Landers,

&

Etnier,

2000;

Thompson,

Futterman,

Gallagher-Thompson, Rose, & Lovett, 1993), 여성 부양자의 건강이 취
약한 이유가 신체 기능이나 건강과 관련된 생물학적 차이라기보다는 사회
참여 활동 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고립감이나 우울감 등 정신적 요인에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에 주목한 Stoller(1990)는 남성 부양자
가 여성 부양자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찾고, 이것이 바로 남성 부
양자가 여성 부양자에 비해 부담을 낮게 인지하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요보호 노인의 가족 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성별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정도가 달랐는데, 가용자원 중 방문요양의 경우 남성 부
양자의 이용 비율이 낮았지만, 시설 서비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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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용의 경우 남성 부양자의 비율이 여성 부양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
타났다(박창제, 2015). Yee 와 Schylz(2000)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
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경혜 · 이서연(2009)의 연구에
서도 이와 동일하게 남성 부양자가 여성 부양자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해석들은 성별을 불평등의 구조로 파악하는 불평등 관점에 기
반하고 있다. 불평등 관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성질환이나 기능 제한,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즉, 여
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고 가정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건강상
의 불리함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의 젠더 질서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Annandale & Hunt, 2000; McDonough & Walters,
2001; Rieker & Bird, 2005).
여성 건강의 취약성을 전제로 하는 불평등 관점과는 달리 상이성 이론
은 집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는 경로나 원인, 그 수준이 다양하다는 다원
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상이성 관점은 건강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젠더와 관련된 구조적 차이뿐 아니라 건강 문제가 표출되는 방식이
나 건강이 악화되는 방식, 기제에서의 차이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한다(차승은, 2005; 한경혜 외, 2003). 즉 사회화나 정체성의 차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부여하는 의미에서의 차이 등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삶의 맥
락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삶의 맥락의 차이로 건강 과정 역
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양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 건강 취약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양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
적 지지를 받는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경우
보다 큰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지지를 얻을 기회가
더 많다는(Antonucci, 1990)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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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양자와 여성 부양자를 비교한 네 개의 연구논문을 비교한
Schulz(2000)는 네 개의 연구 중 두 개의 연구에서는 여성 부양자가 더
많은 시간을 부양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개의 연구에서는 남
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른 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
성이 더 많은 시간을 부양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여성
이 남성 부양자에 비해 신체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
동을 유지한다는 결과도 있다(Dibartolo and Soeken, 2003). 또한, 남성
부양자라 할지라도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고립감을 보고하기
도 하고, 이들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Calasanti & King, 2007; Pinquart & Sörensen, 2006). 특히, 메타분
석을 통해 부양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들의 흐름을 분석한 Pinquart and
Sörensen(2006)은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
원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의 종단연구에서는 부양자의 건강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덜 분
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Dunkle et al., 2014; Hirst, 2005의 연구에서는
초기의 우울감을 통제하자 남성의 우울감이 더 높아졌고, 부양 강도가 강
한 집단에 속해있는 여성의 우울감은 부양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높은
상태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Hirst, 2005). 다른 연구자들은 부양자의 건
강에 부양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기도 하였다(Taylor et al., 2008). 또한, 독일의 연구에서는 남성 배우자
부양자의 정신건강 악화가 여성 배우자 부양자에 비해 더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Hajek & König, 2016). 이와 같이 종단자료를 활용하
여, 부양 전이가 일어나기 이전 시점의 변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연
구 모형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연구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일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이나 중
국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Hirst, 2005; Liu & Lou, 2017)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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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며, 부양의 다양한 단계를 모두 반
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Dunkle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
과 여성을 별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부양의 시작과 지속, 종료 단계에
따라 이들의 건강상태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부양자의 생애주기

가족원에 대한 부양은 일생 중 한 번은 겪게 될 만큼 규범적인 사건이
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년기나 노년기는 일
생 중 부양자로의 전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거론된다. 아
울러 중년기에 부양을 하는 것과 노년기에 부양을 하는 것이 부양자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노년기는 노화과정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연령
증가는 대체로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연령과 신체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질환 혹은 질병이 발현되는 비율이 높고, 신체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
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신체 건강이 취약해진다고 보고된다(김승곤,
2004; 김진영, 2007; Beckett et et al., 2002).
이에 비해 정신적 건강과 연령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공존한다. 연령을 인간적 성숙의 잣대로 보는 입장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찰력과 사회・심리적 대처 기술이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부정적
생애 사건에 봉착했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나아
가서 우울감에 대한 취약성도 줄어든다.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감이 증가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 역할의 수와
관계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정신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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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차승은, 2005).
부양자의 건강에 관한 논의도 일관되지 않은 주장과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Rowe & Kahn(1998)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양자 역할에 적합하지 않고,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부양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노년기 부양자에게 더 부정적으
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데, 이미 취약한 건강상태인 부양자가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면
이는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은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기에 더 기대되는 발달과업이기 때문에(Neugarten,
1969) 고령의 부양자라 해서 건강 상태가 취약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
다. 특히 노년기 부양자의 경우 직장생활이나 자녀 양육 등 다른 역할과의
충돌이 없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의 부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일이 적고, 연령 간 신체 건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에 대한 실증 연구결과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은 부양자의 건강이 취
약하다고 보고한 반면(Navaie-Waliser et al., 2002), 연령에 따른 건강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Harwood, Barker, Ownby, & Duara,
2000).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생애주기를 중년기와 노
년기로 나누어 각 연령대에서의 부양 전이가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그 안에 속해있는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지지가 부양자로 하여금 부양을 지속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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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하다(Fudge, Anne, & Harrison, 2007). 또한,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Cohen,
Teresi, & Blum, 1994; Walker, Pratt, & Eddy, 1995), 부양자의 사회
적 관계망은 부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건강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가시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해주거나 부양자로 하여금 부양 상태에 대한 평가
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부양자의 사회적 관
계망을 살펴보는 작업은 부양자가 주변으로부터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를 통해 향후 부양자
가 받게 될 사회적 지지의 정도나 내용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
이나, 부양에 따른 관계망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결과
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양자로의 전이는 부양자가 기존에 갖고 있
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부양
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관계가 줄어드
는 대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Barrett,
Hale, & Butler, 2013). 먼저 부양자로의 전이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양과업은 부양자 개인의 지속적인
시간 할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양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부양자들은
피부양자

이외의

가족구성원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White-Means & Chang, 1994), 친구나 동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도 줄어들었다(Glendinning, 1992; Nissel & Bonnerjea, 1982). 부양
자로의 전이 이후 새로운 관계망이 생겨난다는 주장도 있다. 남성 부양자
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본 Russell(2004)의 연구에 의하면 아내를 수발
하게 된 남성의 경우, 수발 책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활동에 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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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양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Albright, Washington, Oliver, Lewis, Kruse, & Demiris(2015)는 부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가족망과 친구망으로 나누어 부양 시작 이후 4
주 간 관계망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이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 부양자의 가족관계망의 크기는 전반
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정도가 0.12명으로 매우 작았다. 사회적 관계망의
감소 자체보다는, 부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감
소하는 양상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미혼 남성 부양자
의 가족 관계망이 다른 부양자에 비해 취약한 반면 고령 부양자의 가족관
계망은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호스피스병동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양자의
경우 친구관계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양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관계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
다.
아울러 최근에는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범위를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 친구, 이웃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arker, 2002;
Fast, Keating, Otfinowski and Derksen, 2004; Loherer, Lukens, and
Thorning, 2007). 가족 구조의 축소와 기능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친구나 이웃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인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친구 및 다양
한 사회활동 등 관계망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온 해외 연구와
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되
거나, 관계망의 구분 없이 사회적 지지만을 측정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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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우울감을 분석한 홍주연, 김민희, 방희정
(2012)의 연구에서는 부양 이전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부양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고, 치
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이주원, 이준영, 2015). 이들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주체가 가족인지, 친구인지, 기타 사회 서
비스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전혜정, 조규영(2011)은 중·고령자의 부
양자 역할로의 전이가 부양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의
중재효과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재효과가 없었다.
이와 같이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사
회적 관계망이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가족 구조의 변화와 기능의 약화 등현대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를 가족관계망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구관계망으로 확대하고
자 한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의되는 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연구 문제나 대상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
러나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포함되었던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
부에 대하여 차례로 기술하겠다.
부양자의 교육수준은 부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있다. 교육은 학력주의를 통한 구조적 이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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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회적 지원 혹은 통제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시킴으로
써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득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영,
2007; Ross & Mirowsky, 2006). 특히 건강을 사회적 결과물로 보는 관
점에서는 교육수준이 과거에 행했던 투자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생
애과정적인 변수로 이용되고 있다(차승은, 한경혜, 2006).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건강이 양호하고, 정신적 건강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진영, 2007).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에의 접근성 역시 높기 때문에 부양자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각종 서비
스나 지원 등에 접근하기에 유리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양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양자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양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Moen과 동료들(1995)은 직업에
기초한 정체성을 찾거나 직장생활로 인해 부양에 대한 가족원 및 부양 대
상자의 요구 수준이 낮아져 오히려 부양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속적인 부양 활동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Horowitz, 1985). 이와는
달리 Pearlin과 동료들(1990)은 부양 역할과 임금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역할 과중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족 부양
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병존한다. ‘경쟁적 요구 가설’
은 각각의 역할이 부양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경쟁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
문에 다중 역할 책임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고 가정한다. 이에
반해 ‘확장 가설’은 다중 역할 수행으로 지배감 · 자존감 · 정체성과 같은
내적 자원이 향상되고 사회적 · 물질적 보상이 증가하므로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온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 두 가설 모두 역할 점유 자체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역할의 질 관점’은 주어진 역할 내에서 경험하는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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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부양자의 건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실증연구 결과 부양자의 취업 여부는 부양자의 정신적 건강과는 관련
이 없었다(김혜경, 2004; 윤현숙 외, 2000; 이미애, 2009; Cannuscio,
Colditz, Rimm, berkman, jones, & Kawachi, 2004). 이와는 달리 취업
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부양으로 인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거나(Raschick
& Ingersoll-Dayton, 2004) 반대로 부담을 덜 느낀다는(이은희, 1998) 결
과도 있다.
부양자의 소득 수준과 건강에 관한 논의는 다소 상반된 두 개의 주장
이 공존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부양부담이 관계가 없다는 결과(Barber,
1988; Poulshoc & Deimling, 1984; Pratt et al, 1985)가 도출되었는가
하면 소득이나 수입이 낮을수록 부양자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
(Andren & Elmstahl, 2007). 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Pohl, Boyd, Liang, & Given, 1995).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수준, 소득
수준, 경제활동 여부를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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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관한 정책 및 학술 연구에 활용
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고령화연구패널의 조사 대상자는 제주도 등의 섬 지역과 시설단위 조
사구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지역별 층화 및
할당 표집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격년으로 다섯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최초 조사 시점인 2006년 면접조사 대상자 수는
10,254명이었고, 이후 사망, 조사 거절, 추적 실패 등으로 누락된 대상자
를 제외한 5차 년도까지의 표본 유지율은 79.2%이다.

<표 3-1> 연도별 패널 구축 및 조사 현황
(단위 :

년도

조사 대상 표본

조사 성공 패널

2006 (1차)

10,254

10,254

2008 (2차)

10,254

8,875

86.6%

2010 (3차)

10,067

8,229

81.7%

2012 (4차)

9,758

7,813

80.1%

2014 (5차)

9,431

7,467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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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유지율
-

명)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양자, 비부양자로의 전이가 건강(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1) 부양자, 비부양자로의 전이가 정신적 건강(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1-1-1)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2) 성별, 생애주기(중년기/노년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부양자, 비부양자로의 전이가 신체적 건강(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1)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2) 성별, 생애주기(중년기/노년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양 단계별 중‧노년기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부양 특성, 부양자 특성, 사회적 관계망)은 무엇인가?
2-1) 부양을 시작하게 된 중‧노년기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은 무엇인가?
2-2) 부양을 지속한 중‧노년기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은 무
엇인가?
2-3) 부양이 종료된 중‧노년기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은 무
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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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주요 변수인 부양자로의 전이, 부양 상황(부양
소요시간, 부양 대상), 부양자 특성(연령대, 사회적 관계망), 건강(정신적 건
강, 주관적 건강)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겠다.

1) 건강

건강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관한 정의(WHO, 1947)에 근거하여 신체
적 ·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한다. 아울러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에 대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의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개인적 견해를 포함하고자 한다(Idler et al., 1999).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건강을 ‘정신적 건강’과 ‘주관적 건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정서적 안녕’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며(WHO, 1947), 선
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적 건강의 지표인 우울
감(김주현, 2009; Carney & Freedland, 2000)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우울감의 경우, 간이형 우울척도인 CES-D10으로 파악하였는데, 최근 1
주간 우울과 관련된 경험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0개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과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는 생각”을 제외한 8개 문항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
았음.” 0점에서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 3점까지 총 3점 척도로 구
성되어있다. 8개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우울감 점수를 도출하였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는 1차 년도 Cronbach .926, 2차 년도 .929, 3차
년도 .946, 4차 년도 .941 5차 년도 .943으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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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건강
주관적 건강은 선행연구(차승은·한경혜, 2006; Idler et al., 1999)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건강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지로 정의한다. 아
울러 건강수준의 자기 평가적 차원을 측정하는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주관적 건강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으로 측정하였으며, 최상=1점부터 나쁜 편=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
답을 구성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
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1차부터 5차까지 각 시점의 주관적 건강이 분
석에 사용되었다.

2) 부양자

본 연구에서 부양은 가족 구성원 중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한이 있어 이들에게 지속적인 간병이나 수발, 돌봄을
제공하게 된 상태로 정의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양자’
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양자를 선별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동거가족 포함)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10세 이상의
가족 중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란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목
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
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누구신지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 중 이분들 가운데 귀하께서 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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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누구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는 부양자를 추출하였다.
단, 설문지에서 제시된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형제자
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기타 다른 친인척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배우자와 부모를 제외한 기타 친인척은 그 종류를 특정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기타 가족을 부양하는 사례는 제외하고 배우자와 부
모를 돌보는 부양자만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부모”
를 부양했다고 응답한 사람(부양자)의 부양 여부는 1로 코딩하였고, “수발하
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0으로 코딩하였다.

3) 부양 지위 변화
부양 지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전 연도와 직후 연도의 부양자 여부
를 비교하여, 직전 연도에 부양자였다가 직후에 비부양자가 되었거나, 직전
연도에 비부양자였다가 직후 연도에 부양자가 된 경우 부양 지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연속된 연도 모두 부양자이거나 모
두 비부양자인 경우, 부양 지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코딩
하였다.

4) 부양 단계

부양 단계는 부양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양 상태의 변화로 정의한
다. 부양 시작은 부양을 하지 않다가 부양을 하게 되는 상태의 변화, 부양
지속은 부양이 지속되는 상태, 부양 종료는 부양을 하다가 부양을 하지 않
게 되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부양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연속되는 두 개의 조사 차수를 묶어 해당
차수 내에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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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4년까지 총 5번의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전체 조사 차수를 2006
년과 2008년, 2008년과 2010년, 2010년과 2012년, 2012년과 2014년으로
묶어 총 4개의 관찰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기간에서 앞선 조사 차수가 기
준년도(baseline)가 되며, 직후 조사 차수가 변화 시점(follow up)이 된다.
이와 같이 연속되는 두 개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2개년도 사이
의 부양 지위 변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Dunkle, Feld,
Lehning, Kim, Shen, & Kim, 2014).
연속되는 두 개 년도의 부양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년도(baseline)
에는 부양 여부가 “0”이었다가, 변화 시점(follow up)의 부양 여부가 “1”
이 되는 경우 “부양 시작”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년
도의 부양 여부가 “1”이고, 변화 시점의 부양 여부도 “1”이면 “부양 지
속”, 기준년도의 부양 여부가 “1”이고, 변화 시점의 부양 여부가 “0”이면
“부양 종료, 기준년도와 변화 시점 모두 부양 여부가 ”0“이면 지속적 비부
양으로 분류하였다.

5)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및 가족 외부의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
(Antonucci & Akiyama, 1995)’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 만남 빈
도, 사회참여활동 수, 자녀와의 만남 빈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1) 친구 만남 빈도
친구 만남 빈도는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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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
상), ②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③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⑤ 한 달에 두 번 정도, ⑥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⑦ 일 년에
서너번 정도, ⑧ 일 년에 대여섯번 정도,⑨ 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 ⑩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까지 총 10개의 응답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택지를 만남의 빈도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
여 ‘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을 1점,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을 9점으로 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남 빈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참여활동 수
사회참여활동 개수는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활동의
개수를 모두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제시된 단체는 ① 종교모임, ② 친목모
임(계모임, 노인정 등), ③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등), ④
동창회/향우회/종친회, ⑤ 자원봉사, ⑥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⑦ 기타
총 일곱 가지이다.

(3) 자녀와의 만남 빈도
자녀와의 만남 빈도는 ‘

번째 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
회 이상),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③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④ 한 달
에 한 번 정도, ⑤ 한 달에 두 번 정도, ⑥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⑦ 일
년에 서너번 정도, ⑧ 일 년에 대여섯번 정도, ⑨ 일 년에 거의 볼 수 없
음, ⑩ 친하게 지내는 자녀 없음까지 총 10개의 응답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택지를 만남의 빈도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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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과 ‘친하게 지내는 자녀 없음’을 1점, 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을 9점으로 코딩하였다. 아울러 첫째 자녀부터 열 번째
자녀까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도록 코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묻고, 동거
하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 빈도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
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경우, 최고 점수인 ‘거의 매
일(일주일에 4회 이상) 만난다.’에 해당하는 9점을 부여하였다.

(4)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가 표기한 점수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는 것이다.

6) 부양 특성

(1) 부양 대상자와의 관계

부양 대상자는 ‘지난 1년 중 수발해주신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누구
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응답지에
서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부모(배
우자의 부모 포함)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배우자는 1, 부모는 2로 코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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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 소요 시간
부양 소요 시간은 부양 대상자를 돌보는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
의한다.
부양 시간은 ‘지난 1년 중 부양하는데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주당 평균 시간으로 작성되
었으며, 응답자가 직접 시간을 작성하였다.
단, 부양 소요 시간은 두 번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투입되는 변수이
므로 부양 단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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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첫째, 주된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고 t-test, chi-square test, 상관관계 분
석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양의 지위 변화(부양 시작, 부양 종료)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부양 집단 및 부양 지속 집단과 비교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
과 같다.

    부양지위 변화    

 : 개체,  : 시간,  : 종속변수,  : 절편계수(상수항),
 : 기울기 계수(계수값),
 : 시간에 대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확률오차

위 연구모형에서 는 건강(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부양 지위변화
는 부양 여부지위 변화를,  는 사회적 관계망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
를,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계수 벡터  은 부양의 단계를 나타낸다. 즉,
직전 연도에 부양을 하지 않았고, 부양 지위 변화가 1인 경우 부양 시작을
의미하고, 부양 지위 변화가 0이면 비부양을 의미한다. 직전 연도에 부양을
했고, 부양 지위 변화가 1인 경우 부양 종료를 의미하고, 부양 지위 변화가
0이면 부양 지속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활용하였다. 일반화추정방정식은 독립변수의 회
귀계수를 추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는 면에서
회귀분석과 유사하지만, 동일한 대상에게 여러 번 반복 측정했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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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 수 있는 관측치 사이의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선형모형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범주형 또는 연속형 변수에 대한 반복
측정 자료나 군집을 이루는 자료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Diggle, Liang, and Zeger, 1994). 이와 같은 분석방법 상의 이점으로 사
회과학연구에서

종단자료

분석에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Ghisletta & Spini, 2004; Zorn, 20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화추정방정식의 가장 큰 장점은 모수
(parameter)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종속변수의 분포 형태 등에 대한 통계적 전제조
건에 위배되더라도 종속변수의 분포 및 관찰된 상관관계구조 등과 같은 최
소한의 구조만을 사용하여 유사우도함수(quasi-likelihood function)에 근
거한 일관성 높은 점근적 추정량을 확보한다는 점이다(Zeger, Liang, and
Alber, 1988).
본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는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반복
적으로 실시하여 구축한 패널자료이다. 특히 분석에 투입되는 공변인들은
대부분 고정적 공변인(constant covariates)이 아니라 측정 시점마다 변화
하는 시간 의존적 공변인(time-varying covariates)이다. 즉, 측정의 반복
성과 공변인의 가변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선
형모형이나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등의 추정방식은 추정의 효율성을
상당 부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Lipsitz, Kim, & Zhao, 1994). 더
구나 본 연구는 반복 측정된 자료의 종단자료 분석인 동시에 부양 단계 별
로 군집을 이루고 있어 일반화추정방정식을 통한 분석이 가장 적합하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부양의 단계를 시작, 지속, 종료 등과 같이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부양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한 Liu 외(2017)나 Kaufman 외
(2018)의 연구에서도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부양 지위 변화가 “0”인 경우(부양 지속, 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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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는 준거 집단으로 분석에 포함된다. 따라서 분석 결과 해석 시 “부양이
종료된 집단은 부양이 지속되는 집단에 비해 ~하다.”, “부양이 시작된 집단
은 비부양 집단에 비해 ~하다.”라고 해석한다.
부양 지위 변화
직전 연도 부양 여부

예 (1)

아니오 (0)

예 (1)

부양 종료

부양 지속

아니오(0)

부양 시작

비부양

셋째, 부양 시작, 지속, 종료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건강상태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는 정신적 건강상태의 지표인 우울감과 신체적 건
강상태의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사회적 관
계망 지표로는 자녀와의 만남 빈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사회참여활동
개수,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부양 관련 변수로는
부양 대상자와의 관계와 부양 시간이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부
양자 요인으로는 부양자의 생애주기와 성별이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포함되
었다. 아울러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는 부양자의
가구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모든 자료 분석을 위해 STATA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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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조사시점

중 한 번이라도 부양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조사시

점 전체를 통틀어 한 번도 부양을 하지 않은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전체 조사기간 중 부양을 시작했
거나 지속하였거나, 혹은 부양을 하다가 종료된 경험이 있는 부양자들은
총 1,128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 41,135명 중 2.96%를 차지했다.
성별 구성을 보면, 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남성이 44.01%(536
명)로 비부양 집단의 43.14%(17,222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인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부양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55.99%(682명)로, 비
부양 집단의 여성 비율인 56.86%(22,695명)보다 높다. 그러나 카이검증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40대가 2.38%(29
명), 50대 26.35%(321명), 60대 31.61%(385명), 70대 27.50%(335명), 80
대 이상 12.15%(148명)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비부양 집단과 비교했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80대 이상의 비율이 12.15%인데 비해 비부양 집단의 80
대 비율은 10.01%에 불과하다. 가장 젊은 연령대인 40대를 비교해보면, 부
양 경험이 있는 집단은 2.38%로 매우 낮은데 비해 비부양자 집단은
7.27%로 부양집단에 비해 40대 구성원이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평균 연
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연령이 66.56세로, 비부양 집단(64.7세)에 비해
약 2세 더 높았다(t=6.86, p>.000). 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 중 중년기에 속
하는 비율은 44.48%(554명), 노년기는 54.52%(664명)였고, 비부양집단의
경우 중년기 50.47%(20,146명), 노년기 49.53%(19,771명)로 나타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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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연령구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85, p<.001).
학력 수준의 경우, 부양자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49.75%(606명)로, 비부양 집단의 46.53%(18,566명)보다 다소 높았다. 대학
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부양자 10.67%(130명)로, 비부양집단(9.97%, 3,90
명)에 비해 미세하게 높았다. 카이검증 결과 부양자들의 부양 경험 여부에
따라 교육수준의 구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7.58, p<.01).
연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소득은 2,172만
원, 한 번도 부양을 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 소득은 2,338만원으로 나타나
부양을 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 소득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부양자의 37.03%인 451명이 “한
다”라고 응답한데 비해 비부양 집단은 40.4%(16,129명)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부양자의 경우 비부양집단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
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었다(   =5.61, p>.05).
현재 동거하는 가족원의 수를 비교해본 결과, 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은
평균 2.34명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비부양 집단의 경우 평균 2.55명과 동
거를 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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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부양자 및 비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N=41,135 (부양자 1,218명, 비부양자 39,917명)
구분

부양자(2.96%)

비부양자(97.04%)

남성

536 (44.01)

17,222 (43.14)

여성

682 (55.99)

22,695 (56.86)

40대

29 (2.38)

2,900 (7.27)

50대

321 (26.35)

11,476 (28.75)

60대

385 (31.61)

11,729 (29.38)

70대

335 (27.50)

9,818 (24.60)

80대 이상

148 (12.15)

3,994 (10.01)

성별

연령

평균

66.56

64.76

중년기

554 (45.48)

20,146 (50.47)

노년기

664 (54.52)

19,771 (49.53)

초등 졸업 이하

606 (49.75)

18,566 (46.53)

중학교 졸업

192 (15.76)

6,601 (16.54)

고등학교 졸업

290 (23.81)

10,758 (26.96)

대학교 졸업이상

130 (10.67)

3,980 (9.97)

생애주기

학력

소득 없음

9 (0.74)

1,895 (4.75)

1000만원 미만

384 (31.53)

10,713 (26.84)

1000~2000

322 (26.44)

8,195 (20.53)

연평균

2000~3000

166 (13.63)

6,103 (15.29)

가구 소득

3000~4000

136 (11.17)

5,208 (13.05)

4000~6000

113 (9.28)

4,807 (12.04)

6000만 이상

88 (7.22)

2,996 (7.51)

평균

2,172.74

2,338.19

경제활동

한다

451 (37.03)

16.129 (40.41)

여부

하지 않는다

767 (62.97)

23,788 (59.59)

없음

82 (10.19)

3,329 (8.25)

1명

22 (2.73)

4,508 (11.18)

2명

294 (36.52)

15,408 (38.20)

3명

201 (24.97)

7,199 (17.85)

4명

119 (14.78)

5,781 (14.33)

5명 이상

87 (10.81)

4,105 (10.108)

평균

2.34

2.55

1,128 (100)

39,917 (100)

동거
가구원 수

계

  /t
  =0.26

t=5.674***

  =11.75**

  =8.018*

*p〈.05, **p〈.01, ***p〈.001
※ 본 표는 1차(2006년)부터 5차(2014년)까지 전체 패널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임.
※ 부양자는 조사기간 중 한 번이라도 부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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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25

  =5.61*

t=-4.8

-

2. 부양 단계별 특성

1) 부양 단계별 부양자 분포

부양의 각 단계에 속하는 집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부양의 각 단계에 속하는 분석 대상자 선정은 연속된 두 개의 조사 시점
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부양 시작 집단의 경우 2006년에는 부양을
하지 않다가 2008년에는 부양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2008년에는 부양을
하지 않다가 2010년에는 부양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2010년에는 부양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는 부양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2012년에는 부양을
하지 않다가 2014년에는 부양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모두 더해 456명이
선정되었고,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1%를 차지하였다.
부양 지속의 경우에는 직전 조사와 직후 조사 모두 부양을 하고 있는 상
태로,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07명(0.26%)이었다. 부양이 종료된 집단은
직전 조사에서는 부양을 하고 있다가 직후 조사에서는 부양을 하지 않는 상
태인 응답자로 선정하였고, 총 495명(1.20%)이 이에 해당되었다. 연속된 2
회의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속되지 않
은 시점에서 다른 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2006년에 부양이 시작되었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부양이
종료된 경우, 2006년-2008년에는 부양 시작 집단에 속했다가, 2008년
-2010년에는 부양 지속 집단에 속하고, 2010년-2012년에는 부양 종료 집
단에 속하게 된다.
비부양 집단의 경우, 연속된 2개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비부양 상태인 응
답자의 숫자와 조사기간 전체 기간에서 한 번도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더했다. 그렇게 얻어진 비부양자 숫자는 40,077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자의 97.43%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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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부양 단계별 응답자 분포
부양 단계

빈도(명)

비율(%)

부양 시작

456

1.11

부양 지속

107

0.26

부양 종료

495

1.20

비부양

40,077

97.43

계

41,135

100

2) 부양 단계별 건강상태 차이

부양을 시작하였거나 지속 또는 종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상태
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우울감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가 17.94점이었다. 비부양 집단의 우울감
점수는 16.57점으로, 현재 부양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부양을 한 적이 있
는 집단(부양 시작 18.35, 부양 지속 18.38, 부양 종료 18.20)에 비해 유의
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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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부양 단계별 건강상태 차이
표준편

부양 단계

평균

부양 시작(a)

18.35

차
5.78

부양 지속(b)

18.63

4.96

107

부양 종료(c)

18.20

6.12

495

비부양(d)

16.57

5.12

40,077

전체

17.94

5.50

41,135

부양 시작(a)

2.56

0.96

456

주관적

부양 지속(b)

2.50

0.94

107

건강상

부양 종료(c)

2.45

1.05

495

태

비부양(d)

2.74

1.00

40,077

전체

2.56

0.99

41,135

우울감

빈도

F값

Scheff
e

456
39.27**

a,b,c

*

> d

20.04**

a>c

*

c<d

*** p<.001

집단 별 점수를 살펴보면, 부양을 지속한 집단의 우울감 점수가 18.63
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양이 시작된 집단이 18.35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
였으며, 부양이 종료된 집단의 우울 점수는 18.20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
나 이들 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1점부터 5점까지의 분포로 살펴본 주관적 건강상태의 전체 평균 점수는
2.5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
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집단의 점수가 2.74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양을
시작한 집단의 경우 2.56점으로 부양이 종료된 집단(2.45)에 비해 유의미하
게 높았다. 또한, 부양이 종료된 집단(2.45)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비부양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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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부양 단계별 우울감

<그림 4-2> 부양 단계별 주관적 건강상태

부양 단계별로의 전이가 일어나기 전과 전이 이후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단, 본 표에
제시된 결과는 전체 조사 시점 중 연속된 두 개의 시점 간의 전이를 기준
으로 나눈 수치의 평균값이다. 예를 들어, 부양 시작 단계의 전이 이전 점
수는 2006년에 부양을 하지 않다가 2008년에 시작된 집단의 2006년 우울
감 점수(a)와, 2008년에는 부양을 하지 않다가 2010년에 부양이 시작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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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2008년 우울감 점수(b), 2010년에는 부양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 부
양을 시작한 집단의 2010년 우울감 점수(c), 2012년에는 부양을 하지 않다
가

2014년에

부양을

하게

된

집단의

우울감

점수(d)의

평균

({(a)+(b)+(c)+(d)}/4)이다. 비부양자의 경우, 전이 이전은 2006년부터 2012
년까지의 평균값을, 전이 이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값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이들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는 검증할 수
없다. 다만 부양 단계별로 전이가 일어나기 전과 전이 이후 건강상태의 변
화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 연
도별로 부양 단계로의 전이 전후 건강상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4> 부양 단계별 건강상태 변화 (T1 → T2)
부양자
건강상태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비부양자

부양단계

전이 이전
(T1)

전이 이후
(T2)

부양시작

16.58

17.25

부양지속

17.82

17.25

부양종료

17.82

16.60

평균

17.41

17.03

부양시작

2.74

2.69

부양지속

2.55

2.69

부양종료

2.54

2.73

평균

2.61

2.70

전이 이전
(T1)

전이 이후
(T2)

16.59

16.60

2.74

2.74

부양자와 비부양자의 건강상태 점수를 보면, 우울감의 경우 부양단계에
서의 전이가 일어나기 이전 평균이 17.41, 전이 이후 평균이 17.03으로 비
부양자의 16.59, 16.60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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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는 전이 이전 2.61, 전이 이후 2.70으로, 비부양자의 2.74, 2.74에
비해 낮다.

3) 부양 단계별 사회적 관계망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친구 만나는 횟수와 사회참여활동 개수, 자녀
만남 빈도, 자녀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
다. 먼저 친구 만나는 횟수는 부양 시작단계 3.49점, 부양 지속 3.73점, 부
양 종료 3.89점, 지속적 비부양 3.33점으로 부양 지속과 종료 집단의 점수
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전체 평균이 3.34점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양
지속과 종료 집단의 친구 만남 횟수는 더 많았으며, F검증 결과 부양 종료
집단의 친구 만남 점수(3.89점)가 비부양 집단(3.3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F=8.82, p>.001).
사회참여활동 개수의 경우, 전체 집단이 평균 0.37개의 활동을 하고 있
었다. 이는 매우 저조한 수치로, 중노년기의 사회참여 활동의 종류가 다양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집단별 활동 개수를 살펴보면, 부양 시작
이 0.06개, 부양 지속 0.15개, 종료 0.13개로, 지속적 비부양(0.38)보다 적
었다. F검증 결과에서는 부양 시작, 지속, 종료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양 경험이 있는 세 집단(시작, 지속, 종료)에 비해 지속적으로 부
양을 하지 않은 집단의 사회활동 참여 개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F=56.4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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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부양 단계별 사회적 관계망 차이
부양 단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부양 시작(a)

3.49

2.55

456

부양 지속(b)

3.73

2.87

107

부양 종료(c)

3.89

2.97

495

비부양(d)

3.33

2.61

40,077

전체

3.34

2.62

41,135

부양 시작(a)

0.06

0.24

456

부양 지속(b)

0.15

0.40

107

부양 종료(c)

0.13

0.37

495

비부양(d)

0.38

0.71

40,077

전체

0.37

0.70

41,135

부양 시작(a)

4.45

2.26

456

부양 지속(b)

4.08

2.42

107

부양 종료(c)

4.42

2.26

495

비부양(d)

4.80

2.45

40,077

전체

4.79

2.45

41,135

부양 시작(a)

43.55

34.91

456

자녀

부양 지속(b)

43.36

37.26

107

만족도

부양 종료(c)

45.41

35.07

495

(0~100점)

비부양(d)

52.68

34.60

40,077

전체

52.46

34.64

41,135

친구
만나는
횟수
(1~10점)

사회참여
활동
개수
(0~6개)

자녀
만남
빈도
(0~9점)

F값

Scheffe

8.82***

c>d

56.44***

a,b,c<d

9.99***

a,b,c<d

19.90***

a,b,c<d

*** p<0.001, ** p<0.01, * p<.05

자녀 만남 빈도는 0점부터 9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하였는데, 부양이 시
작된 집단의 자녀만남 점수는 4.45점, 부양 지속 집단은 4.08점, 부양 종료
집단은 4.42점이었다. 조사기간 중 부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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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만남 빈도가 4.8번으로, 앞서 세 집단(시작, 지속, 종료)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았다(F=9.99, p<.0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역시 부양을 경험했
던 집단과 부양을 하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녀 만족도는 0
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로 파악하였으며, 부양 시작 집단의 만족도는
43.55점, 부양 지속 집단의 만족도는 43.36점, 부양 종료 집단의 만족도는
45.41점으로 부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집단(52.68점)에 비해 낮았다
(F=19.9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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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 지위 변화가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부양 지위 변화가 부양자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부양 지위 변화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감 지표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부양이 시작된 경우 부양 지위 전이는 비부양 집단에 비
해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0.87, p<.001). 부양 종료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부양이 지속되는 것에 비해 우울감이 낮아졌다(-0.96, p<.05). 이
러한 결과는, 부양 시작단계로의 전이 시 부양자의 우울감이 급격히 높아
진다는 연구 결과(Cannuscio et al., 2002; Liu & Lou, 2017)와 동일하
다. 부양 초기에는 허니문 단계로 부양 대상자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으로
인해 부양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우울감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Hricik et al.(2011)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부양 시작은 다른 단계
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우울감 상승을 보인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방
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가 40세 이상의
중고령자임을 감안하면, 중년기 이후 부양자로의 전이가 부양자들에게 위
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년기 이후에 부양자의
역할을 처음으로 맡게 되는 부양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정책적 개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iu & Lou(2017)의 연구에서는 부양 종료 시에도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본 연구의 결과는 부양이 종료될 때 우울
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부양이 종료된 원인과 조사 기간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Kaufman과 동료들(2018)은 부양이 종료된 집단을 부양 종료의
원인(사별, 시설 입소)으로 나누고, 또한 사별을 한 경우에는 사별 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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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라 우울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별한 사람들은 사별 직후 우
울감이 가장 높다가 사별 후 15개월이 지나면 우울감이 점차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2년 주기로 반복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양 대
상자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시기를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부양이 종료된 사람들은 종료
이후 상당기간 시간이 흐른 이후이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히려 감소했을 가
능성이 있다.

<표 4-6> 부양 지위 변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부양 지위 변화
자녀만남빈도
자녀관계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친구만남빈도
사회참여활동수
소득
인구사회학적

교육수준

배경
경제활동 여부
(ref. 한다)
Intercept (상수항)

부양 시작

부양 종료

***

0.870
(0.182)
-0.115***
(0.014)
-0.003***
(0.00)
0.284***
(0.011)
-0.221***
(0.072)
-7.54***
(1.29)
-0.753***
(0.039)
1.208***

-0.962*
(0.579)
-0.111
(0.104)
-0.013**
(0.006)
0.285***
(0.079)
0.893
(0.647)
-0.00***
(0.00)
-0.614**
(0.241)
2.376***

(0.069)

(0.5)

18.03***
(0.128)

20.74***
(1.046)

*** p<0.001, ** p<0.01, * p<.05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던 집단의 경우 자녀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졌고
(-0.115, p<.0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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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p<.001). 친구를 만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감도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0.284, p<.001) 이는 친구만남 빈도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
쳤다기보다는 우울한 사람들이 친구를 더 자주 만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겠다. 사회참여활동 수가 적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졌다(-0.221,
p<.001).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녀관계 만족
도(-0.013, p<.001)와 친구만남빈도(0.285,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초기 시점
에 부양을 하고 있던 집단은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
아져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던 집단과 동일했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영향을 초기 시점에 부양하지 않았던 집단과 부양
을

했던

집단의

순서로

열거해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7.54,

p<.001/-0.111, p<.0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0.753, p<.001/-0.614,
p<.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1.208, p<.001/2.379, p<.001) 우울감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 단계 전이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
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었던 부양자의 성별과 생애주기별로
따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표 4-7, 4-8).
남성과 여성 모두 부양을 시작하게 되면 부양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 부양자의 건강
취약성을 주장하면서, 부양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우
울감 상승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Robinson et al, 2009)를 지지한
다. 다만, Robinson과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 부양자의 우울감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여성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취약함을 지적한다. 즉, 중
노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적고, 이는 여성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여성 부양자의 우울감을 높이는 기재
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인 소득 수준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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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 여부를 모두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부양자의 우울감 상승폭
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근본적으로 여성의 정신건강상태가 더욱 취약
함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만남 빈
도가 낮을수록(남성 –0.07, p<.001, 여성 –0.148, p<.0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남성 –0.004, p<.001, 여성 –0.002, p<.01) 우울감이
높아졌다. 또한 친구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남성 0.315, p<.001, 여성
0.261, p<.001), 사회참여활동 수가 적을수록(남성 –0.181, p<.01, 여성 –
0.368, p<.001) 우울감이 더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는 소득 수준
이 높을수록(남성 –8.19, p<.001, 여성6.93, p<.001),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남성 –0.493, p<.001, 여성 –0.973, p<.001) 우울감이 높아졌다. 경제
활동 여부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1.369, p<.001, 여성 1.001,
p<.001).
초기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던 집단은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집단
에 비해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남성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
을수록

우울감이

높았고(-0.015,

p<.05),

소득수준이

적을수록(-0.00,

p<.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0.586,.05),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2.758, p<.001) 우울감을 높게 느꼈다.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여성의
경우에는 친구만남빈도(0.422, p<.001)와 소득 수준(-0.00, p<.001), 경제
활동 여부(2.187, p<.001)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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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부양 지위 변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남성
부양 시작
부양 지위변화(ref.
없음)
자녀만남
빈도
자녀관계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친구만남
빈도
사회참여
활동 수
소득

인구
사회학적
배경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ref.
한다)

Intercept (상수항)

**

여성
부양 종료

부양 시작
***

부양 종료

0.683
(0.270)
-0.070***
(0.019)
-0.004***
(0.001)
0.315***
(0.016)
-0.181**
(0.091)
-8.19***
(1.90)
-0.493***
(0.053)
1.369***

-1.078
(0.790)
-0.139
(0.148)
-0.015*
(0.009)
0.136
(0.114)
1.086
(0.765)
-0.000**
(0.00)
-0.586*
(0.323)
2.758***

0.983
(0.246)
-0.148***
(0.020)
-0.002**
(0.001)
0.261***
(0.016)
-0.368***
(0.117)
-6.93***
(1.75)
-0.973***
(0.061)
1.001***

-0.971
(0.807)
-0.139
(0.148)
-0.01
(0.009)
0.422***
(0.111)
0.858
(1.225)
-0.000***
(0.000)
-0.520
(0.410)
2.187***

(0.097)

(0.734)

(0.100)

(0.718)

16.77***
(0.183)

21.23***
(1.421)

18.94***
(0.179)

20.26***
(1.518)

*** p<0.001, ** p<0.01, * p<.05

부양 단계별 전이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표 5-9), 부양자가 중년기인 경우(0.424, p<.05)와 노년기인 경우
(1.208, p<.001) 모두 부양 시작 시 우울감이 높아졌다. 아울러 중년기 부
양자의 경우에는 부양이 종료되면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데 비해
(-2.449, p<.001), 노년기 부양자는 부양이 종료되는 것이 우울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부양자가 중년기 부양자에
비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김승곤, 2004; 김진영, 2007; Beckett et al.,
2002)와 동일하여, 노년기 부양자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년기 부양자의 경우, 부양이 종료되자 우울감이 감소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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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2.44, p<.001) 노년기의 부양 종료는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중년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
한 역할과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부양이 종료되면 바로 기
존의 사회관계망을 회복할 가능성이 노년기에 비해 높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년기는 부양이 종료된 이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표 4-8> 부양 지위 변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
중년기

부양 지위변화(ref. 없음)
자녀만남빈도
자녀관계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친구만남빈도
사회참여
활동 수
소득

인구
사회학적
배경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ref.
한다)

Intercept (상수항)

노년기

부양 시작

부양 종료

부양 시작

부양 종료

0.424*
(0.240)
-0.067***
(0.015)
-0.001
(0.00)
0.240***
(0.016)
-0.249***
(0.083)
-5.78***
(1.44)
-0.492***
(0.048)
0.732***

-2.449***
(0.729)
-0.009
(0.110)
-0.016**
(0.007)
0.167
(0.113)
-0.188
(0.741)
-0.000***
(0.000)
-0.079
(0.331)
1.151*

1.208***
(0.270)
-0.157***
(0.0269)
-0.004***
(0.001)
0.321***
(0.016)
-0.266**
(0.125)
-0.00***
(2.32)
-0.714***
(0.062)
1.373***

0.108
(0.826)
0.0491
(0.200)
-0.015
(0.009)
0.306***
(0.106)
1.943*
(1.063)
-0.00
(0.00)
-0.840**
(0.340)
2.638***

(0.082)

(0.603)

(0.115)

(0.839)

16.90***
(0.163)

20.13***
(1.331)

18.42***
(0.197)

19.85***
(1.552)

*** p<0.001, ** p<0.01, * p<.05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자녀만남
빈도가 낮을수록(중년기 –0.067, p<.001, 노년기 –0.157, p<.001)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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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졌다. 또한 친구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중년기 0.240, p<.001,
노년기 0.321, p<.001), 사회참여활동 수가 적을수록(중년기 –0.2.149,
p<.001, 노년기 –0.266, p<.01) 우울감이 더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으
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중년기 –5.78, p<.001, 노년기 –0.00, p<.00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중년기 –0.492, p<.001, 노년기 -0.714, p<.001) 우
울감이 높아졌다. 경제활동 여부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년기
0.732, p<.001, 노년기 1.373, p<.001). 단, 자녀관계 만족도는 노년기
(-0.004, P<.001)의 우울감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초기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던 집단은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집단
에 비해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중년기 집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
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았고(-0.016, p<.01),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0.00, p<.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0.586, .05),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1.151, p<.001) 우울감을 높게 느꼈다.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노년기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만남빈도(0.306, p<.001) 많을수록, 사회참여
활동 수가 많을수록(1.943, P<.05) 우울감이 높았다. 또한 교육 수준
(-0.840, p<.01)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2.638, p<.001) 우
울감이 높았다.

2) 부양 지위 변화가 부양자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부양 지위 변화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부양이 시작된 경우 부양 지위 전이는 비
부양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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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부양 종료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 시작 시 부양자의 신체적 건강이
감소했음을 보고한 Glaser와 동료들(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양
은 부양 대상자를 정서적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동시에,
부양자의 상태가 신체적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 육체적 노동을 함께 수행하
게 된다. 이 때 육체적 노동은 부양 대상자를 목욕시키거나 들어올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의 활동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또한, 부양 대상자가 가족원
이므로, 가족관계 내에서 나누어 수행해오던 각종 집안일도 혼자서 떠맡게
된다. 따라서 육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던 집단의 경우 자녀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도 높아졌고(0.025, p<.0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0.001, p<.001). 친구를 만나는 빈도가 낮을수록
(-0.031, p<.001), 사회참여활동 수가 많을수록(0.085, p<.001) 주관적 건
강상태가 높아졌다.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
녀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0..031, p<.01),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0.003, p<.001), 친구만남빈도가 낮을수록(-0.0.045, p<.001) 건강상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우울감과 동일하게 친구만남 빈도가 높을수
록 건강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영향을 초기 시점에 부양하지 않았던 집단과 부양
을 했던 집단의 순서로 열거해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2.92, p<.001/6.42,
p<.00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0.225, p<.001/0.171, p<.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0.334, p<.001/-0.402,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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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부양 지위 변화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T-1 부양 안함

T-1 부양 함

(해석: 부양 시작)

(해석 : 부양 종료)

-0.099***
(0.030)
0.025***
(0.00)
0.001***
(0.00)
-0.031***
(0.001)
0.085***
(0.012)
2.92***
(2.13)
0.225***
(0.006)
-0.334***

-0.102
(0.087)
0.031**
(0.015)
0.003***
(0.00)
-0.045***
(0.012)
0.074
(0.097)
6.42***
(1.94)
0.171***
(0.036)
-0.402***

(0.011)

(0.076)

부양 지위변화(ref. 없음)
자녀만남빈도
자녀관계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친구만남빈도
사회참여활동수
소득
인구사회학적

교육수준

배경
경제활동 여부
(ref. 한다)

***

2.635
(0.021)

Intercept (상수항)

2.453***
(0.158)

*** p<0.001, ** p<0.01, * p<.05

부양 단계 전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었던 부양자의 성별과 생
애주기별로 따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표 4-10, 4-11).
남성과 여성 모두 부양을 시작하게 되면 부양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감소하였다(남성 –0.086, p<.05, 여성 –0.103, p<.001).
여성의 계수값의 절대값이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
태 하락 폭이 남성에 비해 큼을 의미한다. 앞서의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여
성의 경우 부양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건강상태가 하락하는 폭이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이다. 부양이 종료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주관적 건
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만남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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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수록(남성 0.021, p<.001, 여성 0.026, p<.0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남성 0.001, p<.001, 여성 0.000, p<.01) 주관적 건강상
태가 높아졌다. 또한 친구와의 만남 빈도가 낮을수록(남성 –0.039, p<.001,
여성 –0.024, p<.001), 사회참여활동 수가 많을수록(남성 0.074, p<.001,
여성 0.111,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으
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남성 3.52, p<.001, 여성 2.35, p<.00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남성 0.160, p<.001, 여성 0.292, p<.001) 주관적 건강상
태를 높게 인식하였고, 경제활동 여부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0.405, p<.001, 여성 –0.268, p<.001).
<표 4-10> 부양 지위 변화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성별)
남성
부양 시작
부양 지위변화(ref.
없음)
자녀만남
빈도
자녀관계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친구만남
빈도
사회참여
활동 수
소득

인구
사회학적
배경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ref. 한다)

Intercept (상수항)

*

여성
부양 종료

부양 시작
***

부양 종료

-0.086
(0.047)
0.021***
(0.003)
0.001***
(0.000)
-0.039***
(0.002)
0.074***
(0.015)
3.52***
(3.32)
0.160***
(0.009)
-0.405***

-0.113
(0.123)
0.042*
(0.023)
0.003**
(0.001)
-0.043**
(0.018)
-0.016
(0.120)
2.17
(2.74)
0.169***
(0.051)
-0.544***

-0.103
(0.039)
0.026***
(0.003)
0.000***
(0.000)
-0.024***
(0.002)
0.111***
(0.018)
2.35***
(2.78)
0.292***
(0.009)
-0.268***

-0.065
(0.126)
0.027
(0.021)
0.003**
(0.00)
-0.046***
(0.016)
0.282
(0.184)
0.00***
(2.78)
0.155***
(0.059)
-0.270**

(0.017)

(0.117)

(0.015)

(0.105)

2.871***
(0.032)

2.601***
(0.223)

2.451***
(0.028)

2.265***
(0.224)

*** p<0.001, ** p<0.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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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던 집단은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집단
에 비해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남성의 경우, 자녀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
수록(0.042, p<.05),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0.003, p<.001) 주관적 건강
상태를 높게 인식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의 경우에도 영향의
부호가 남성과 동일하였는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0.003,
p<.001)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남녀 모두 친구 만남 빈
도가 낮을수록(남성 –0.043, p<.01, 여성 –0.046, p<.00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남성 0.169, p<001, 여성 0.155, p<.001),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남성 –0.544, p<.001, 여성 –0.270, p<.01)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게 느꼈다.
한편 부양 단계로의 전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5-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부양 시
작으로의 전이는 중년기(-0.118 p<.001)와 노년기(-0.095, p<.01) 모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수값의 절대값 크기를 보면,
중년기 1.118, 노년기 0.095로 중년기가 노년기에 비해 다소 크다. 이는
부양 시작으로의 전이가 중년기에 속한 집단의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신체건강 저하가 중년기보다
더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임을 감안하면(Pinquart
& Sörensen, 2006), 중년기의 주관적 건강상태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지할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Danilovich와 동료들(2017)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년기와 중년기 부양자의 건강상태를 종
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년기 신체건강 약화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으로, 많은 경우 부양자 지원을 위한 사회
적 · 공적 서비스가 노년기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중년기 부양자들의 건
강이 오히려 소외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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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출된 우리나라 부양자의 건강실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의 경우 부양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이에 대
한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부양자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복지정책을 생애주
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년기에 대한 정책은 그 비율이 매우 낮다. 따라
서 중년기 부양자의 건강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기 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자녀만남
빈도가 높을수록(중년기 0.015, p<.001, 노년기 0.02, p<.0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중년기 0.001, p<.001, 노년기 0.001, p<.001), 친
구만남빈도가 낮을수록(중년기 –0.022, 노년기 –0.037), 사회참여활동 수가
많을수록(중년기 0.055, p<.001, 노년기 0.153,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중년기 1.99, p<.001, 노년기
3.57, p<.00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중년기 0.193, p<.001, 노년기
0.168, p<.0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중년기 –0.272 p<.001, 노년기
–0.283, p<.001) 건강상태가 더 좋았다.
초기시점에 부양을 하지 않았던 집단은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집단
에 비해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초기 시점에 부양을 했던 중년기 집단의 경우, 친구만남 빈도가 낮
을수록(-0.055, p<.001),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7.79, p<.0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0.29,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초기 시점에 부
양을 했던 노년기 집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0.004,
p<.001), 친구 만남 빈도가 낮을수록(-0.035, p<.01),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0.179, p<.0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0.319, p<.001) 건강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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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부양 지위 변화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
중년기
부양 시작

부양 종료

***

부양 지위변화(ref. 없음)
자녀만남빈도
자녀관계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친구만남빈도
사회참여
활동 수
소득

인구
사회학적
배경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ref. 한다)

Intercept (상수항)

노년기

-0.118
(0.0433)
0.015***
(0.002)
0.001***
(0.000)
-0.022***
(0.003)
0.055***
(0.015)
1.99***
(2.62)
0.193***
(0.008)
-0.272***
(0.015)
2.861***
(0.029)

0.018
(0.141)
0.010
(0.019)
0.0018
(0.001)
-0.055***
(0.019)
0.086
(0.133)
7.79***
(2.59)
0.088
(0.057)
-0.290***
(0.108)
2.869***
(0.243)

*** p<0.001, ** p<0.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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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시작
**

-0.095
(0.041)
0.02***
(0.004)
0.001***
(0.000)
-0.037***
(0.002)
0.153***
(0.019)
3.57***
(3.58)
0.168***
(0.009)
-0.283***
(0.017)
2.596***
(0.0300)

부양 종료

-0.150
(0.108)
0.033
(0.0274)
0.004***
(0.001)
-0.035**
(0.014)
0.107
(0.140)
3.34
(3.15)
0.179***
(0.047)
-0.319***
(0.116)
2.167***
(0.210)

4. 부양 단계별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의 결과를 통해, 중 ‧ 노년기의 부양 경험은 각 단계별로 건강상태
의 차이를 보이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중 ‧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양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속해있는 부양자 혹은 부양 경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부양 시작

부양을 시작하게 된 중 ‧ 노년기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우울감의 경우, 부모를 돌보는 경
우의 우울감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보다 더 낮았다(-1.26, p<.05). 즉, 배
우자를 돌보는 경우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부양자가 노년기에
속해있는 경우, 중년기에 비해 우울감이 더 높았고(1.97, p<.01), 부양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 부양자에 비해 우울감이 더 높았다(1.67,
p<.0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졌고(-0.01,

p<.05), 친구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졌다(0.30, p<.01).
통제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았다(-0.00, p<.05). 돌봄을 시작하게
된 부양자의 우울감에 대한 부양 특성, 부양자 특성, 사회적 관계망 및 인
구학적 배경요인의 설명력은 19%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양 대
상자가 부모인 경우, 배우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고(0.18, p<.1),
노년기 부양자의 경우 중년기 부양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하였
다(-0.26, p<.05). 부양을 시작한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부양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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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
제활동을 하는 부양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낮았다(-0.19, p<.05).
부양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게 인식하였고(0.11,
p<.05),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게 인식하였다(0.00,
p<.1). 돌봄을 시작하게 된 부양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부양 특성,
부양자 특성, 사회적 관계망 및 인구학적 배경요인의 설명력은 20%로, 부
양 시작집단의 우울감 설명력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양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양자가
노년기인 경우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 모두 취약하였다. 이는 부양 시
작 단계의 배우자 부양자의 정신건강상태가 큰 폭으로 악화되었음을 보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신꽃시계, 한경혜, 2011; Cannuscio et
al., 2002; Dunkle et al., 2014; Hajek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는 배
우자 부양자의 경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부양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 부
양자 역시 노년기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신꽃시계, 한경혜,
2011; Jenkins, Kabeto, & Langa, 2009). 높은 연령으로 인해 이미 건강
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양 역할을 맡게 되어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Stoller(1992)는 배우자 부양자
들이 다른 부양자에 비해 혼자서 부양을 떠맡는 경향이 강하고, 부양자의
요구를 더 빨리 알아차려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배우자
부양자의 경우, 돌봄 관계 이전에 결혼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특성 상 오랜
기간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으로 더 깊은 공감과 교감이 축적되어있기 때문
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결혼관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감이나 교감이 부양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혼관계로 형성되어 평생 협력과 상호 의존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에 심리적 스
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그 동안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던 정서적 지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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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역할갈등의 관점에서 보
면, 배우자를 부양하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 노년기 이후인데 이 시기는 자
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양육자로서의 돌봄 역할이 종료될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런데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다시금 돌봄 역할을 수행
하게 되면서 역할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 부
양자의 취약성을 지적한 Lee & Zurlo(2014)로 배우자 부양자는 주변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적고, 그에 비해 부양의 강도는 높다고 주
장한다.
부양 시작집단 중 노년기에 속해 있는 부양자들은 중년기 부양자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부
양자의 건강 취약성을 주장한 Rowe & Kahn(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노년기는 노화과정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연령
증가는 대체로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양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연령이 높은 부양자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취약한 건강상태인 부양자가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
스를 겪으면 이는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
에서 노년기 부양자의 건강 취약성을 지적하는 선행 연구(김승곤, 2004;
김진영, 2007; Beckett et et al., 2002)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질환
혹은 질병이 발현되는 비율이 높고, 신체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하는 비율
이 증가하면서 신체 건강이 취약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아울러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높아져 전반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서 친구만남빈도 역시 부양을 시작하게 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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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는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스트레스를 매개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한
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양이 시작된
집단에서는 자녀와의 만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 ‧ 노년기 코호트에게 친구관계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보다
는 친구와의 만남이 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부양
이 시작되면서 부양활동으로 인해 친구를 만날 기회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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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부양 시작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b(se)

b(se)

부양대상자 (ref. 배우자)

-1.26 (0.56)*

0.18 (0.09)†

부양 소요 시간

0.00 (0.00)

-0.00 (0.00)

부양자 특

생애주기 (ref. 중년기)

1.97 (0.62)**

-0.26 (0.1)*

성

성별 (ref. 남성)

1.67 (0.55)**

-0.17 (0.09)†

자녀 만남 빈도

0.08 (0.12)

0.01 (0.02)

사회적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0.01 (0.00)*

0.00 (0.00)**

관계망

친구 만남 빈도

0.30 (0.10)**

-0.01 (0.02)

사회참여활동 수

0.39 (1.09)

-0.24 (0.18)

인구

경제활동 여부 (ref. 한다)

0.15 (0.58)

-0.19 (0.09)*

사회학적

교육수준

-0.26 (0.28)

0.11 (0.04)*

배경

소득수준

-0.00 (0.00)*

0.00 (.00)†

_cons

12.49 (1.22)***

2.39 (0.2)***

R2 overall

0.198

0.204

구분

부양 특성

F

9.3

N

***

426

9.70***
428

†p<.1, *p<.05, **p<.01, ***p<.001
※ 준거집단은 배우자(부양 대상자), 중년기(생애주기), 남성(성별), 경제활동 한
다(경제활동 여부)이다.

2) 부양 지속

지난 조사에 이어 현재 조사에서도 부양을 지속하고 있는 집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양 대상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도, 친구만남빈도, 사회참여활동 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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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부양자의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 모두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녀와의 만족도가 적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졌고(-0.036, p<.05),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아졌다(0.00, p<.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양 시작집단과 달리 친구와의 만남 빈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양 활동으로 인해 친구와 같은 가
족 외적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친구 관계망
이 협소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부양이 지속될
때 부양자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그로 인해 친구관계망이나 사회
활동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즉, 부양이 한창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친구나

동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Glendinning, 1992; Nissel & Bonnerjea, 1982),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새로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결국 대인관계가 양적으로, 질
적으로 모두 축소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사회참여활동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86, p<.05), 이는 부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것이 부양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있지 못하
다는 죄책감과, 사회참여활동 이후 다시 부양을 해야 한다는 역할 과중 등
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비슷
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부양자의 2/3이 부양으로 인해 사회참여활동이
나 여가생활, 개인 개발활동을 포기했다는 보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
다(White-Means & Chang, 199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부
양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친구관계망의 협소해져서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친구 만남과 같은 외부적 사회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가족
관계가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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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하는 것이 부양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제공
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부양자가 노년기인 경우, 중년기 부양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높았다(0.45, p<.05). 이는 부양자의 선택효과를 주장하는 선행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노년기의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양을 시
작하게 되는 노인들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부양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부양 시
작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0.18, p<.1)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을 실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양자의 선택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노년기
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부양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반대로 중년
기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사람이 부양을 맡게 된다고 주장한다. 중
년기는 대부분 경제활동이나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건강이 취약한 중년기의 경우 일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이른바 유휴 인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족원 중 돌봄
이 필요한 구성원이 발생하게 되면 돌봄의 역할이 바로 그 유휴 인력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부양자는 선택적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
면, 본 연구에 참여한 노년세대는 또래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중년세대
는 또래보다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노년기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또래에 비해 다소 좋은 것이지, 객관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은 것이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
양한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부양 역할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노년기 부
양자의 건강 악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부양자
의 생애주기를 막론하고, 부양자가 신체적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
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찰과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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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부양 지속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b(se)

b(se)

부양대상자 (ref. 배우자)

0.59 (1.19)

0.45 (0.22)*

부양 소요 시간

-0.01 (0.01)

-0.00 (0.00)

부양자 특

생애주기 (ref. 중년기)

-0.58 (1.26)

0.13 (0.23)

성

성별 (ref. 남성)

1.26 (1.06)

-0.28 (0.2)

자녀 만남 빈도

-0.02 (0.21)

0.04 (0.04)

사회적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0.036 (0.01)*

0.00 (0.00)†

관계망

친구 만남 빈도

0.33 (0.17)†

-0.03 (0.03)

사회참여활동 수

2.86 (1.32)*

-0.22 (0.24)

1.97 (1.10)†

-0.23 (0.2)

교육수준

-0.31 (0.56)

0.22 (0.1)*

소득수준

-0.00 (0.00)

0.00 (0.00)

_cons

13.51 (2.07)***

1.80 (0.38)***

R2 overall

0.195

0.195

*

1.97*

구분

부양 특성

경제활동 여부
인구

(ref. 한다)

사회학적
배경

F

1.97

N

101

101

†p<.1, *p<.05, **p<.01, ***p<.001
※ 준거집단은 배우자(부양 대상자), 중년기(생애주기), 남성(성별), 경제활동 한
다(경제활동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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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 종료

부양이 종료된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5-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양이 종료되는 경우, 중년기 부양자에 비해 노년기 세대의 우울감이
높고(2.5, p<.001), 건강상태는 취약했다(-0.37, p<.01). 이러한 결과는 부
양이 시작된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노년기 부양자인 경우 부
양의 시작과 종료 모두 건강이 취약한 것이다. 부양이 시작되는 것과 달리
부양이 종료된 상황은 더 이상 부양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의 종료와 그 이후의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Alder(2002)는 부양 대
상자의 요양원 입소나 사망 등으로 부양 활동이 종료된 이후 부양자들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양을 지속하는
집단과 종료된 집단의 건강 상태를 종단분석 하였다. 그 결과 부양 대상자
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후 1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건강상태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장기적으로는 부양이 종료된 이후 부양자들의 건강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건강이 호전되는 정도는 부양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0.02, p<.01).
친구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고(0.28, p<.01), 주관적 건강상
태는 낮아졌다(-0.04, p<.05). 친구 만남 빈도는 앞서 살펴본 부양 시작집
단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부양이 지속된 집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부양이 종료된 집단에서 다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앞서의 해석과 같이, 부양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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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참여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협소해져 그
영향력이 함께 축소되었다가, 부양이 종료되면서 다시금 사회활동에 참여
하고, 가족 외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부양 시작이나 지속 집단과는 달리, 종료 집단에서는 부양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부양자의 우울감(1.59, p<.05)과 주관적 건강상태(-0.23, p<.05)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졌고(1.59, p<.05),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
화되었다(-0.23, p<.05). 부양자의 경제활동은 중년기 부양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많이 거론 되어왔는데, 부양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부양 과업과의 역할 상충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상
태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부양 종료 집단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부양 대상자의 치료와 돌봄을 위해 부양을 하는 동안 의료비 및 각종 돌봄
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양이 막 시작되었
거나 지속되는 동안에는 부양 과업을 수행하느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부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부양을 할 필요가
없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길뿐만 아니라 부양으로 소진된
자산을 다시 축적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적 변화가 부양자로 하여금 우울감이 높아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지
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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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부양 종료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b(se)

b(se)

부양대상자 (ref. 배우자)

2.41 (1.56)

0.15 (0.27)

부양 소요 시간

0.00 (0.00)

-0.00 (0.00)

부양자

생애주기 (ref. 중년기)

2.50 (0.63)***

-0.37 (0.11)**

특성

성별 (ref. 남성)

0.75 (0.6)

-0.10 (0.10)

자녀 만남 빈도

-0.1 (0.12)

0.02 (0.02)

사회적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0.02 (0.00)**

0.00 (0.00)

관계망

친구 만남 빈도

0.28 (0.09)**

-0.04 (0.02)*

사회참여활동 수

0.83 (0.69)

-0.23 (0.12)†

1.59 (0.62)*

-0.23 (0.1)*

교육수준

-0.38 (0.30)

0.19 (0.05)***

소득수준

-0.00 (0.00)†

0.00 (0.00)

_cons

11.01 (1.65)***

2.58 (0.28)***

R2 overall

0.237

0.233

구분

부양특성

경제활동 여부 (ref. 한
인구사회

다)

학적
배경

F

8.82

N

***

460

9.09***
467

†p<.1, *p<.05, **p<.01, ***p<.001
※ 준거집단은 배우자(부양 대상자), 중년기(생애주기), 남성(성별), 경제활동
한다(경제활동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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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화나 질병, 기타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
족원을 돌보는 부양자의 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는 부양의 지위의 변화에 따라 부양자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리고 각 단계의 부양자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균수명은 연장된 데 비해 건강수명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건강
하지 못한 상태로 연장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수
행하는 가족의 숫자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양은 장기간
지속되는 과업이며, 식사하기나 배변 등과 같이 개인의 세세한 일상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부양자에게는 정신적·신체적 부담으로 작
용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부양자의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지
게 되는데, 부양자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
라 부양의 질을 결정짓고, 향후 의료보험비용과 같은 사회비용 지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중・노년기 가족 부양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양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
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며 일련의 궤적을 그리는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
고자 하였다. 아울러 부양 환경이나 부양자 건강의 궤적이 부양이 지속되
는 기간 동안 동일한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전환점을 기
준으로 변화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부양을 시작,
지속, 종료라는 세 개의 하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세 단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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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단계별로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도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양의 단계를 나누어 부양자의
건강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양 시작이나 지속, 종료와 같은 부양 단계로의
전이가 중 ‧ 노년기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양의
각 단계별로 부양자 혹은 부양 경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때 건강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건
강과 신체적 건강 두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정신적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감을, 신체적 건강을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건
강상태를 각각 지표로 설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양의 시작, 지속, 종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양의
각 단계마다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
먼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 단계별 건강상태 점수를 비
교해본 결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8년에 걸친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부양을 하지 않은 집단의 우울감 점수가 가장 낮았다. 현재 부양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부양을 한 적이 있는 집단은 비부양 집단에 비해 우울
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부양을 했거나 부양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 간의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부양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집단의
우울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부양이 시작된 집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우울
감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도 부양의 단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
다.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부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
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부양이 지속된 집단과 종료된 집단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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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는 비부양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양 단계별로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부양자 혹은 부양 경험자의 건강을 연구할 때 부양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그 상태가 변화하는 과업임을 인식하고 각 단계를 나누어 접근
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양자의 건
강을 연구하는데 있어 부양의 시간성을 인식하기보다는 횡단면 자료를 통
해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부양자와 비부양자
의 건강상태를 비교하는데 주목해왔고,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도출되는 것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연구 모형 설정이나 투입된 변수, 연구 대상자의 성별이나 부양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부양의 단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부양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상태가 변화하는 과업이며, 부양자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 역시 부양의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다.
부양의 여러 단계 중 어떤 단계가 개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결과, 부양 시작단계로의 전이가 일어난 경우, 비부양자에 비해
우울감이 높아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부양이 종료되는 것은
부양이 지속되는 것에 비해 개인의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부양 초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기존의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양이 지속되는 경우 종료되는 것보다 더
큰 우울감을 느낄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양은 환자
를 들어 올리거나, 시간을 맞추어 투약을 하는 등 기존의 일상에서는 잘
수행하지 않던 낯선 행위가 포함되는 활동이다. 더구나 부양 초기에는 이
러한 낯선 과업을 익히고 수행하면서 신체적인 부담 혹은 주관적 건강상
태의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치매와 같이 부양 대상자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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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인지적 장애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부양 대상자의 이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부양자와 부양 대상자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이
전에 이미 가족관계를 이루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해오던 가족원이 타인
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부양 시작 단계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부양자들의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가 40세 이상의 중고령자임을
감안하면, 중년기 이후 부양자로의 전이가 부양자들에게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년기 이후에 부양자의 역할을 처음으로
맡게 되는 부양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 시작단계의 부양자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양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양자가 노년기에 속해있는 경우, 부
양자가 여성인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신체적 건강과 정
신적 건강 상태 모두 유의미하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이
시작된 부양자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때에는 부양자의 성별
이나 부양 대상자와의 관계, 부양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부양 시작단계와 종료단계에 동일하게 부
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부양 시작과 부양 종료 단계에서의
자녀관계가 갖는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여러 차
례 기술한 바와 같이, 부양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낯설고 새로운 역할과 환
경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부양자의 적응을 돕고, 물리적 행위를 대행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양이 종료된 상
황에서는 부양과 관련된 도움은 필요 없지만, 부양 종료가 대부분 사별이
나 부양 대상자의 상태 악화로 인한 전문 요양시설 입소 등이 원인임을 감
안하면 가족원의 사망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죄책감, 상실감 등의 부정적

- 97 -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애도 등을 나누
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양 단계에 따라 부양자와 주변 가족원
의 관계 개선 및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조 모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부양을 경험한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든 부양 단계에서 비부
양 집단에 비해 취약하였다. 단, 친구 만나는 횟수는 부양이 종료된 경우
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많았다. 친구 만나는 횟수를 제외한
사회적 관계망, 즉 사회참여 활동 개수와 자녀 만남 빈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모두 부양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약하였
고, 부양의 세부 단계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자
는 부양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한 활
동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회관계망을 축소시켜
부양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
다(Glendinning, 1992; Nissel & Bonnerjea, 1982).
아울러 부양의 각 단계별로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사회적 관계망이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양 시작,
지속, 종료 세 단계 모두의 우울감을 낮추었고, 부양 시작, 지속단계의 부
양자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였다. 부양자에게 가족 간의 관계의 질,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양자에게 가족
은 여전히 중요한 지지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초반에 부양자
의 사회적 관계망 취약성을 지적하고, 부양자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연구분석 결과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취약성은 확
인이 되었으나, 친구만남 빈도나 사회참여활동 수가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은 다소 미비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부양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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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나타난 이유가 실제로 그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여
러 가지 상황적 여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 차이로
는, 우리나라 중·고령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 구조의 크기나 기능이 그만
큼 제한적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 · 노년기는 자녀들
의 진학이나 혼인 등으로 독립하여 가족 구성원이 축소되고, 기존의 직장
에서 은퇴하면서 사회활동을 통해 구축했던 사회적 관계망도 축소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본다면, 본 연구에 참
여한 중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
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양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구관계망이나 사회참여활동의
범위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부양자의 가족관
계망에 주목하여 가족원의 지지나 가족관계망이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완
화하는지 여부를 탐색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
를 친구관계망 및 사회참여활동으로 확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부양
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집단에서 친구 만남 빈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중 ‧ 노년기 부양자에게 친구
관계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 · 노년기는 자녀의 진학이나 혼인 등으로 자녀세대의 독립이 많이 이루
어지는 시기이다. 더구나, 가족 내의 기능이 점차 가족 외로 이전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추세로 볼 때, 사회적 지지의 제공을 가족원에게만 기대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자녀관계망뿐만 아니라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망인 친구
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로는 가족 돌봄의 책임을
대부분 가족의 의무로 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부양자를 지지하
기 위한 사회적 체계가 부족하며, 이들이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포

- 99 -

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새롭게 편성됨을 보고하는 연구들은 부양 대상자의 질병으로 인해 주기적
으로 방문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만나는 의료진 및 돌봄 전문가, 자
조모임 등에서 알게 된 동료 부양자들까지 확대하여 살펴보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부양과 관련하여 맺게 된 새로운 관계망으로부터 부양과 관
련된 실질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부양이 지속될수록 가족원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보다는 가
족 여부에 관계없이 부양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망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의 경우 부양자를 지지하기 위한 자조모임이나 의료진의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까지도 친구관계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망의 지표로 사용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나 ‘사회참여활동’ 내에 부양
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새로운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다. 다만, 가족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적 지원조직이나 공적 개입이 미
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 부양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양자의 사
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적인 관계뿐만 아
니라 부양과 관련하여 맺게 된 새로운 공적 관계까지도 포함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공적 관계는 부양자에게 부양과 관련된 실질적
정보와 물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부양 대상자와의 관계, 부양자의 성별, 부양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부양 단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부양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모를 돌보는 부양자에 비해 우울감이 더 높았다.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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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의 경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부양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 부양자
역시 노년기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고, 돌봄 관계 이전에 결혼으로 형성
된 관계라는 특성 상 오랜 기간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으로 더 깊은 공감과
교감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 악화가 부모의 건강 악화보다
더 큰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부모를 돌보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는 부양자에 비해 부양 시작, 지속 두 단계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배우자 부양자가 부모를 돌보는 부양자에 비해 더 많은
부양 과업을 수행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해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보다
부양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다. 따라서 건강관리행동이나 의료시설 방문 등
부양자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시간적 · 정서적 여유가 더 있을 것
으로 짐작된다.
부양자의 성별은 부양이 시작되는 집단의 여성 부양자 우울감과 주관
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었다.
부양 시작과 종료 시 노년기 부양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모두에
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는 노화과정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증
가하는 시기이므로 연령 증가는 대체로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부양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연령이 높은 부양자에
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양 시작단계에서의 노년기 부양
자 건강 취약성은 기존의 다른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양이 시작되는 것과 달리 부양이 종료된 상황은 더 이상 부양 역할을 하
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lder(2002)는 부양 대상자의
요양원 입소나 사망 등으로 부양 활동이 종료된 이후 부양자들의 건강상태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부양 대상자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후 1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부양자의 건강상태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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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장기적으로는 부양이 종료된 이후 부양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건강이 호전되
는 정도는 부양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양 종료로의 전이가 부양자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에 적용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
한 분석 대상자들은 부양이 종료된 이후 건강상태가 회복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 활용한 고
령화패널연구 자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1년
간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울감이 높아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년기 부양자 건강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노년기에 처음 부양자로의 전이를 경험하거나, 노년기에 부양

대상자의 시설 입소 및 사망 등을 겪는 경우 건강 취약성과 관련이 있었
다. 따라서 노년기 부양자의 부양 적응과, 부양 종료 이후 일상생활로의 복
귀 및 정서적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노년기 부
양자의 경우 정보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울 우려가 있
다. 혹은 부양 대상자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부양자 개인의 건
강은 돌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시 부양자를 위한 건강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간단한 건강 관련 검사
를 시행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향후 중 ‧ 노년기 가족 부양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은 특정 시점에 발생했다 종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기
간 동안 지속되는 과업이며, 일정한 단계를 거쳐 변화해 간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부양자마다 속해있는 과정이 각기 다르고, 그 안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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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
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부양의 단계별로 세분화하
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양 시작 단계로의 전이가
부양자의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을 막 시작하게 되는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때 부양 대상자와
부양자의 관계, 부양자의 성별 및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각기 달랐다. 특히 부양의 시작 및 종료 단계에서 배우자를 부양하
는 노년기 부양자의 건강 취약성이 드러난 바,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부양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망의 범위를 가족에서
친구망으로 넓히고, 부양이 장기간 지속되는 부양자들로 하여금 사회참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관계 만
족도가 부양자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리나라 부양자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여전히 가족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는
달리 친구 만남 빈도나 사회참여활동 수의 영향은 다소 미비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실제로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이 적어서라기보다
는, 그만큼 우리나라 중노년기 부양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친구만남 빈도나 사회참여활동 수가 부양자의 우울감
을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자들의 사
회참여활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부양 역할과의 상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부양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여 사회적 지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부양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
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부양자 개인의 건강 유지와 부양의 질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양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맺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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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간병 보조 서비스 등의 개발과 더불어, 부
양자에게 부양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
니티의 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을 입안하거나 부양자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 부양
자 전체를 동질적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양 대상자가 누군지, 부양자
의 교육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어떤지 등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이나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의 한계로 부양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변
수를 투입하지 못했다. 즉, 부양 대상자의 질병 종류나 장애 정도, 부양에
소요되는 비용, 부양으로 인한 가족 갈등이나 부담 등 부양과 관련된 변수
들이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에는 해당 변수들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충
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외 연구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상태 변
화에 주목하여 부양자 및 부양 대상자를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패널 조사
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향후에는 부양자의 건강과 생활실태 파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부양자 및 부양 대상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
하는 대규모 패널자료 구축과 더불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연구의 목적에 맞는 추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추정 방법 및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부양의 단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검증하는 과정 없이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부양을 시작, 지속, 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근거로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에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확히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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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양자들의 부양 경험이 어떠한 단계
를 거쳐 형성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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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aregiver Health According to
Caregiving Stage
: Focusing on the Changes in Caregiving Status

Seo-Yeon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health status of caregivers varies
according to the stages of care that change over time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aregivers' health status at each stage.
The study background focuses on the health problems of caregivers caring
for family members who cannot be independent in daily life due to aging,
disease, or other reasons, and how the health of the caregiver changes according
to the detailed stages of changing over time,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status of caregivers at each stage. Though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steadily, healthy life expectancy has remained much lower than
life expectancy. Therefore, the period spent in a poor health condition has
increased. If an individual’s health deteriorates, making it impossible for them to
perform daily activities independently, he or she will require caregiving from
others. In many cases, it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family members. Thu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with poor health has raise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ho care for them. Results from many other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family caregiving is a stressful experience that might cause
- 119 -

emotional, economical, physical burden among caregivers. In particular,
caregivers’ health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Moreover, it is a critical issue because caregiving quality and content are
influenced by caregivers’ health status. Moreover, decline in caregivers’ health
status causes deterioration of patients’ health status, which may result in social
expenses, such as medical expenses. Thus, research and support for caregivers’
health are important social and national tasks.
In Korea,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but it is limited because the public system cannot take into account all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daily life and sup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two to complement each other by linking the public and
private systems. For the national efforts to solve the family caregiving issue
and function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actual status of
family caregiving and formulate policies that support family caregivers.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health status of middle-aged and elderly
caregiver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problems In particular, caregiving is not
a temporary event; rather, it is an experience that draws a series of trajector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at form a stage based on specific turning points.
There might b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aregiving,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that the caregiver receives from others, and the degree of social
participation of caregiver, because the symptoms of the care recipients varies
depending on the stage. These differences also affect caregivers’ health and their
health status may also vary from one stage to anoth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caregivers’ health by dividing the caregiving stages using
longitudinal analysis because data accumulation is not easy.
In this study, data from 2006 to 2014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hich is representative of Korea, were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egiving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beginning, continuing, and finishing and the health status of middle- and
old-aged caregivers were compared at each stage. Second, major factors
influencing caregivers’ health were identified for each caregiving stage.
Throughout the process, caregivers’ health status was analyzed with two
sub-dimensions—mental and physical health—considering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health. Depression was measured to analyze mental health, while
subjective health was measured as an index of physical health.
- 120 -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regivers’ health status differed according to caregiving stage, and the
factors affecting caregivers’ health at each stag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caregivers’ health was compared according to caregiving stages, without
controlling for the factors influencing caregivers’ health, the depression score of
the group with more than 2 years of caregiving was the highe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that might affect the health status of the caregiver, the
difference among caregiving stages was evident. When caregiving began, the
depression score increased and the subjective health deteriorated.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at mental and physical health
deteriorates in the early stage of caregiving. Caregiving is a task that involves
unfamiliar behaviors, not performed in conventional routines, such as lifting a
patients’ body to change position, or taking medicine on time.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o feel a physical burden in the early stage of caregiving. In
addition, the caregiver and patient receiving care have already experienced
emotional exchange within family relationship before beginning the caregiving.
The fact that a family member becomes a dependent on others’ care may be a
stressor for the caregiver. For these various reasons, caregivers experience
deterioration of their health condition at the beginning of the dependency. At the
final stage of caregiving,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depression score,
compared to continuous caregiving.
Second, the social network of caregivers was weaker than non-caregivers at
all stages of caregiving. Caregivers’ social networks, except meeting friends,
were weak, compared with non-caregiv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beginning and continuous, continuous and finishing, and
beginning and finishing stages. This result supports the suggestions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caregiver may not be able to spend sufficient time on activities
to maintain or improve social networks due to caregiving tasks, or intentionally
reduce the opportunity to maintain social network to focus more on caregiving.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network and the caregivers’
health status at each stage of caregiving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relationship with caregivers’ child all through the stages of
caregiving, the lower is the depression score and the higher is the subjective
health. This implies that the quality of the family relationship, especially the
relationship with child, affects caregiver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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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social network outside the family was not significant. This
seems to be due to the limited size and function of the social network structure
of mid- to late-aged caregivers in Korea, rather than the fact that the effect is
really minimal. Morevoer, Korea does not have a proper system to support
caregivers due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caregiving is considered a duty
of the family. In western society, many supporting programs are provided and
people who collectively enroll in the program are expected to belong to a newly
constructed social network of caregivers that provides various types of support
to caregivers.
Third, the effect of caregiving stage on caregivers’ health differ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with care receiver, gender of caregiver, and the life cycle of
the caregiver. At the beginning stage of caregiving, caring for a spouse proved
to increase depression score and low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compared to
caring for a parent. This difference also persisted when the caregiving
continued, resulting in a significantly lower subjective health. In case of spousal
caregiving, it is more likely that the caregiver is also an elderly. Morevoer,
since a romantic relationship had already been formed before the caregiving
began, the interaction with spouse accumulated deeper sympathy and empathy.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deterioration of the spouse’s health may act as
a psychological stress worse than that of parent’s health. Female caregivers’
depression score was higher than male caregivers, and their subjective health
was also lower at the beginning of caregiving. These results support previous
research findings that suggest the vulnerability of female caregivers’ at the early
stage of caregiving.
Elderly caregivers were found to be vulnerable to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conditions at the beginning and finishing stages of caregiving, since
health problems increase due to aging. Moreover, caregiving-related stress may
be more negative for elderly caregivers than middle-aged caregivers; this result
also corresponds with the outcomes of previous studies. However, at the
finishing stage, unlike the beginning stage, caregiving no longer required care
provision, but it still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aregivers’ health status of
caregiver.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at in the long term, caregivers’
health status may improve after caregiving is finished, but this takes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study participants can be regarded as having deteriorated
health status because the period after finishing caregiving was of less tha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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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and the period claimed in the previous study has not elapsed. Therefore,
although the caregiving is finished, continuous observation and intervention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point that caregiving is not an event at a certain
time point, but a long-term task divided into certain stages according to time.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since it divides caregiving into
different stages according to time, focusing on the fact that support is not a
requirement at a certain time but a long-term task. In addition, caregivers’
health status was analyzed empirically according to the stage of caregiving, and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status at each caregiving stage were identified;
moreover, the health vulnerability of the caregiver was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u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uld obtain detailed
information on caregivers’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n important basic data for developing policies to support future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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