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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irst, which factors influence the rearing of grandchildren
and then, second, how the social networks of grandmothers impact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Drawn from the four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 3,289 women
above the age of 51 with one or more grandchildren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of family members is the strongest factor influenc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Raising their grandchildren may be a
burden on their daily lives, but support from their family members reduces the stressors of
childrearing. Second, focusing on social networks as a resource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It implies that intangible resources such as trust and
intimacy strengthened by informal meetings and friendships can b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quality of later life. Lastly, childrearing by grandmothers should be supported at a social policy
level. Furthermore, informal childcare by family members or relatives would continue even with the
increase of public daycare centers and monetary support for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attemp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cts as an agent in creating well-being derived from voluntary
intentions, and not just passive beneficiary of policy.
주제어(Key words): 손자녀 양육 조모(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심리적 복지감
(psychological well-being),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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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중
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UN DESA(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49]에 의하면, 한 국가를 구성하는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
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35만 7,000명으로 총인구의 11.0%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
망이다[48]. 이것은 곧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사
회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취업에 따른 여성의
결혼 기피와 기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의 부담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2].
그러나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8%에 이
르고 있으며, 취업모의 경제활동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1]. 이렇듯 취업모의 증가로 인
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실적으로 취업모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국가적 정책 중의 하나로서 모성보호를 위한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완전히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
는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22]. 양질의 보육시설부
족과 모성보호에 대해 수동적인 기업과 사회의 분위기, 또한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가
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해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양육은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이 대
안적인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25]. 취업모를 둔 6세 이하 아동의 40.7%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
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조모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는 보고[21]는 정부의 양육지원 서비스의 부족과
그로 인한 대리양육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손자녀 양육은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수행의 하나로써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사회적인 인식은 조모의 손자녀 양육을 경제적 ·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노동으로 받아
들이는 것에 인색하였다. 이것은 마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되어왔던 사회적 분위기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Bass 와 Caro의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를 돌보
는 조부모의 경제적인 기여는 한 해에 약 17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조부모는 자녀세대에게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기여에 상응하는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조부모에게 있어서 그러한 도움은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역할은 취업모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체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35]. 이렇듯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는 손자녀를 통해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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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상을 얻기도 하지만, 양육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의 약화와 함께 자녀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27]. 또한 신체적인 피로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사회
적 활동으로부터의 고립, 개인적인 시간의 확보가 부족하여 사생활이 없어지는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조모의 삶뿐
만 아니라 손자녀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취업모 가족의 세대관계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모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가족복지의 시각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복지는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정책적인 제도의 시행이나 기존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과거의 전통적 복지개념과는 차별화되는 개인의 관계와 사회참여를 매개
로 한 사회적 관계망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통합적인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
해지고 있다[16]. 사회정책으로서 제공받는 복지서비스를 수동적인 영역의 복지라고 정의한다면, 자신
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개인들 간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삶의
만족과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영역의 복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또한 이렇듯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 한
개인의 삶의 질은 기초생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주거환경을 보장해주는 공적인 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를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주관적인 삶의 질은 가정과 사회내의 구성원
으로 참여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통해 느끼는 소속감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와 양육하지 않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에 의한 결속의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
이다.
한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질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
나는 연구대상자의 선정과정에 있다. 연구대상자의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
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2, 23, 26].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집단이 돌보지 않는 조모집단과 비교할 때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개인적 ·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
이 어떠한지, 손자녀 돌봄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대표성을
가지는 전국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손자녀 돌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관계망 변인은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
2.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적 관계
망 변인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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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사회 · 경제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 생애주기에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주목하는 연구의 필
요성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가치관에서 조부모의 역할로서 손자녀를 양육하
는 것은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양육보조자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한 실질적인 어린이집의 부족과 가족주의의 전통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은 과거 대가족제도 하에서 이루어졌던 손자녀의 훈육과 보호의 역할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서 조부모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다.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로서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자녀양
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의 만족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양육역할에 따
르는 부담으로 신체적인 건강이 약화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자녀를 돌보지
않는 조부모들보다 삶의 질이 더 낮아지기도 한다[27].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정
서적인 보상을 얻기도 하지만, 과도한 손자녀 양육 책임감은 일반적으로 노년기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
으로 작용한다[6, 8, 9]. 당연하게도 노년기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그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
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노년기의 삶의 질은 연령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
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서, Lee[33]는 삶의 질이 한 개인이 가진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은 심리적 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주관적 개념으
로 삶의 만족, 건강상태와 기능 및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는 구체적으로 결혼생활, 건강상태, 생활수준, 직업과 일,
자녀관계, 친구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노년기의 과중한 역할부담이 삶의 질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역할이론(role theory)을 통해 접근
해 볼 수 있다. 역할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충분하지 못한 시간과 자원들로 인해 자신들의 다중적인
역할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12]. 최근 손자녀를 돌
보는 조모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과도한 역할부담과 그로 인
한 스트레스, 생활만족, 우울 등 주로 노년기의 삶의 질, 심리적 안녕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2, 7, 17, 18, 24, 26, 36, 4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15, 28]는 조부모와 손자 간에 세대 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삶의 만족을 높
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의 연구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부담과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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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밝혀내었다[14, 41]. Hong[14]은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조모는 양육경험이 없는 조모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양육역할 수행의 어
려움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Oh[41]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건강의 악화와 정서적 불안정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손자녀를 돌
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조모와 손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는 세대 간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15], 삶의 만족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연구결과[28]에도 불구하고 취업모를 대신하여 조
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경제적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한 무기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질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37].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손자녀를 양육하
는 조모의 삶의 질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육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건강의 부재와의 인과
성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왔다.
한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사회 · 인구학적인 변인
들과 양육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가족의 지지 정도 변인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양육활
동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는 여성 노인의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서적, 관
계지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 되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지지 정도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7]. 또한 가족원의 지지와 함께, 노인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
여함으로서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24, 31, 32]. 특히 여성 노인들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가족 이외에도 친구나 이웃과 같은 다양한
관계맺음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은 그들의 신체적 ·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게 있어서 가족원의 지지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지지의 정도는 그들의 주관적인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원의 지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결혼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조
모의 심리적 복지감 역시 가족구성원의 지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과 함께 가족과 관련한 특성 그리고 사회관계망 변인들과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2. 사회적 관계망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망의 개념은 복잡한 사회관계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하여 Barnes[3]에 의해 사회관계망이라
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어 그 개념이 발달되어 왔지만 학자들마다 개
념이나 측정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확한 개념정의가 아직 어려운 채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관계망
의 개념을 가족 연구에 최초로 적용하였던 Bott[5]는 가족구성원들이 외부 사회와 연결되어진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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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친척, 친구, 직장동료, 이웃, 사회단체 성원 등간에 맺어지는 관계를 언급하였다.
여러 학자[11, 29, 40]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회관계망이란 개인의 모든 사회적 대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과 친구, 이웃 등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관
계망은 개인들이 서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것, 도구적인 기능을 포
함하는 기능적 측면과 함께 개인이 구축하는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의미하는 구조적 측면을 모두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하여, Kang[18]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웃
의 도움이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고한 선행연구들[30, 40, 4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손자녀 양육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공식적 지원망의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우울감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2],
비공식적 관계망에 의한 사회적 지지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
다[31]. 사회관계망 중에서 특히 노인의 친구관계망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며[34], 넓은 친구
관계망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3]. Park[44]은 친구 및 이웃과 전화연락을 자
주하고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관계망의 특성들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손자녀를 양육하
는 부담을 지닌 조모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적 변인, 가족변인들과 함께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심
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 노동연구원이 수집한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제 4차 기본조사 자료 중에서 한 명 이상의 손자녀를 두고 있는 51세 이상의 여성 3,28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의 필요성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이 패널
조사는 인구학적 특성, 소득, 가족관계 내에서의 역동성, 건강상태, 삶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감과 만족
도와 같은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가족,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의 관계성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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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인은 1명 이상의 손자녀를 두고 있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는 변
인으로서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
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다섯 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의 하위 변인은 ‘전혀 만
족하지 않는다’의 0점에서 ’아주 만족한다‘의 100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항목에 대한 신
뢰도 계수는 .803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설명변인은 가족변인으로서 혼인상태와 자녀의 수를 사용하였으며, 사회관계망 관련 변인들을 다른
설명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회관계망 변인은 구조적 변인으로 일 주일동안 자녀와 만나는 빈도와 전
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촉하는 빈도,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 여가, 문화와 친목을 위해 참여하는 모임
의 여부와 일 주일동안의 참여빈도를 포함하였다. 자녀와 만나거나 접촉하는 빈도는 ‘거의 매일’의 1점
부터 ‘연락하며 지내지 않는다’의 10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 문화와 친목을 위해 일 주일
동안 참여하는 빈도는 ‘거의 매일’의 1점부터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의 10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변인은 자녀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 금전지원을 포함시켰으며, 첫째부터 마
지막 자녀들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지원의 평균값을 구하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가족변인과 사회적 관계망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복지
감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으로서 연령과 교육수준을 연구모델에 포
함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한 카이스퀘어 검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위계
적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손자녀 돌봄 여부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족 변인들 간의 차이검정
주어진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전에,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가족 변인들이 손자녀를 돌봄 여부
에 대한 차이성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연령(X2= 40.441, p< .001)변인이 손자녀를 돌보는지의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육수준과 결혼상태, 그리고 자녀의 수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더 낮은 70세 이하의 조모집단(67.9%)은 71세 이
상의 조모집단(32.1%)보다 손자녀를 돌보는데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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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0세 이하와 71세 이상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49.6% vs. 50.4%). 그러나 교육수준이나 결혼 상
태 혹은 자녀의 숫자는 손자녀를 돌보거나 돌보지 않기를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주지 않고 있었다.
<Table 1> Chi Square Result: Difference Test of Demographic and Family Variables on Caring Grandchild

Statistics

Variables

Age

Caring

Not caring

Total

Less than 60

72(23.8%)

504(16.8%)

576(17.5%)

61 ∼ 70

133(44.1%)

979(32.8%)

1,112(33.8%)

71∼ 80

77(25.5%)

1,021(34.2%)

1,098(33.4%)

More than 81

20(6.6%)

483(16.2%)

50315.3%)

2,987(100.0%)

3,289(100.0%)

Total

302(100.0%)
2

***

X = 40.441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242(80.1%)

2,542(85.1%)

2,784(84.6%)

High school

50(16.6%)

390(13.1%)

440(13.4%)

More than University

10(3.3%)

55(1.8%)

65(2.0%)

302(100.0%)

2,987(100.0%)

3,289(100.0%)

186(61.6%)

1,797(60.2%)

1,983(60.3%)

5(1.7%)

43(1.4%)

48(1.5%)

Widowed

111(36.7%)

1,147(38.4%)

1,258(38.2%)

Total

302(100.0%)

2,987(100.0%)

3,289(100.0%)

Total

2

X = 6.401
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Marital status

X2= .375

Number of
child

1

17(5.6%)

117(3.9%)

134(4.1%)

2

78(25.8%)

699(23.4%)

777(23.6%)

3

104(34.4%)

858(28.7%)

962(29.2%)

More than 4

103(34.1%)

1,313(44.0%)

1,416(43.1%)

Total

302(100.0%)

2,987(100.0%)

3,289(100.0%)

2

X = 12.4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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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자녀 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친 변인 분석
연구문제 1. 손자녀 돌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관계망 변인은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손자녀 양육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이 가족변인에서는
결혼 상태와 자녀 수 변인이, 사회관계망 변인들 중에는 자녀와 만나는 빈도, 친구와 만나는 빈도 그리
고 여가와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자녀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인 금전지원이 손자녀 양육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127.815, p< .001). 즉, 연령이 높을수록
손자녀를 양육할 승산비는 1.055배 더 높았으며(Exp(B)=1.055, p<.001), 현재 결혼하고 있는 상태일수
록 손자녀를 양육할 승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Exp(B)=1.494, p<.01). 자녀의 숫자가 작을수록 손자녀를
양육할 승산은 .857배 더 낮았다. 또한 자녀와 만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여가,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횟
수가 높을수록 손자녀 양육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승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Exp(B)=1.307,
p<.001; Exp(B)=1.193, p<.01). 한편 친구와 만나는 횟수는 더 낮을수록 손자녀 양육여부에 승산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Exp(B)=.913, p<.001). 자녀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 금전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손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승산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Exp(B)=.981, p<.001;
Exp(B)=.997, p<.01).
<Table 2> Logistic Regression Result: Effects of Variables on Caring for Grandchildren

Variables
Age
Education

B

S.E

Walds

.054***

.009

35.124

.117

.082

2.036

Exp
(B)
1.055
1.124

**

.890

95%
Low
1.037
.957

O.R
.948

C.I
Upper
1.074
1.321

Marital status (married =1)

.401

.147

7.500

1.494

.670

1.121

1.981

Number of children

-.154**

.054

8.252

.857

1.167

.77

1.019

***

.043

39.534

1.307

.765

1.202

1.421

.052

.606

1.041

.961

.940

1.154

.024

28.095

.882

1.134

.841

.924

.177**

.062

8.056

1.193

.838

1.056

1.348

-.019***

.004

19.243

.981

1.019

.973

.990

-.003**

.001

11.310

.997

1.003

.995

.999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Frequency of contacting with
children(phone, email)
Frequency of meeting with friends
Frequency of meeting for leisure or
hobby
Regular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Casual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268

.041
***

-.126

X2= 127.815***

Chi value
Hosmer-Lemeshow

(X2)=8.271, p=.407

**p<.01 ***p<.001
Note: O.R(odds ratio)=1/Exp(B); Hosmer-Lemeshow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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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관계망 변인이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3과 Table 4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관계망 변인들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
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집단
과 비교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 Effects of Variabl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

Model 1

Variables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Age

-.448***

-4.398

-.355**

-2.935

-.225

-1.854

Education

2.220**

2.318

1.995*

2.081

1.361

1.474

**

Marital status (married =1)
Number of children

**

4.322

2.449

4.437

2.621

.041

.063

.089

.144

-.236

.480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Frequency of contacting with
children(phone, email)
Frequency of meeting with friends
Frequency of meeting for leisure
or hobby
Regular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Casual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F value

17.614***

3.008*

9.619***

R2(ΔR2)

.105(.105)

.123(.018)

.225(.102)

***

-3.839

-.686

**

-2.496

-2.798**

-2.547

.038

.787

.049

1.061

-2.548

Durbin-Watson
*p<.05 **p<.01 ***p<.001

2.139

분석결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망의 정도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와 양육하지
않은 조모집단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와 양육하지 않은 조
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과 교육정도를 모델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주관
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각각 10.5% 와 11.5%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F=17.614, p<.001; F=194.322, p<.001).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연령변인과 학력수준 변인은 손자
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β=-.448, p<.001;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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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p<.01) 즉 조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
즉 자신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태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조모집단 또한 연령과 학력수준 변인이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β=-.378, p<.001; β=3.451, p<.001). 다음으로 Model 2에서 개인적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두 집단에 대한 설명력이 각각 12.3%와 11.9%로 Model 1보다 유의미하지만 약간의 설명
력의 증가를 보여주었다(F=3.008, p<.05; F=6.849, p<.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 Effects of Variabl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Not Raising Grandchild

Model 1

Variables

Model 2

β

t
***

Age

-.378

***

Education

3.451

-12.430
9.669

Marital status (married =1)
Number of children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Frequency of contacting with
children(phone, email)
Frequency of meeting with friends
Frequency of meeting for leisure
or hobby
Regular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Casual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F value
2

2

R (ΔR )

β

Model 3
t

***

-.326

-8.981

β

t
***

-7.236

***

-.260

***

3.386

9.345

3.222

9.062

2.299***

3.661

2.255***

3.667

.258

.046

.232

-.094

-.507

.

.052

***

-.882

-4.541

-1.006***

-9.607

.585

1.657

.095

5.119

.674**

4.114

194.322***

6.849**

34.553***

.115(.115)

.119(.003)

.158(.039)

Durbin-Watson
*p<.05 **p<.01 ***p<.001

2.010

Model 3에서 사회관계망 변인들을 추가 투입한 결과, 두 집단에 대한 설명력이 22.5%와 15.8%로
Model 2에서보다 각각 10.2%와 3.9%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줌으로서 특히 손자녀를 양육
하는 조모집단에서 사회관계망 변인들이 심리적인 복지감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F=9.619, p<.001; F=34.553, p<.001). 기능적 사회관계망인 자녀로부터의 정기적, 비정기적 금전지원
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집단에 대하여 Model 3은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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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즉 자녀와 연락하거나 친구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2.548, p<.001; β=-.686, p<.01; β=-2.798,
p<.01).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계망 변인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리적 복
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한편, Table 4에서 제시되어 있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조모집단 역시 Model 3에서 보듯이
자녀와 연락하는 횟수와 친구와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882, p<.001; β=-1.006, p<.001). 또한 자녀로부터 비정기적인 금전지원이 있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674, p<.001). 그러나 Model 1과 Model 2에서 투
입하였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
회관계망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작음을 예측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손자녀를 양육하거나 양
육하지 않고 있는 조모가 인식하는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족변인, 그리고 사회
관계망에 관련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지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의 변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인들이 손자녀
양육여부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자녀로부터 금전지원이 작을수록 손자
녀를 돌볼 승산은 낮아지고 있었으며 자녀수가 작을수록, 친구와 만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손자녀를 돌
볼 승산 또한 낮았다. 그러나 연령은 높을수록,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일수록 자녀와 만나는 빈도가
더 높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승산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심리적 복지감에 대
한 분석의 결과, 사회관계망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구조적 사회관계망 변인들에서 자녀와 만나는 빈도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에서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자녀들의 금전지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조모들은 사회관계망 변인뿐만 아
니라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과 같은 변인들도 영향을 비슷하게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들에게 사회관계망 변인이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함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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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복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은 가족으로
부터의 지원이다. 즉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충분한 경제적 · 정서적인 지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수
반되는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정서적 · 기능적 지지를 제공
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노년기일수록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얻어진다는 Cho와
Cobb[7, 10]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손자녀를 돌보기로 결정한 조모의 대부분은 연령이 상
대적으로 높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생활에 스트레스와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구
성원, 특히 자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은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족중심적인 한국사회의 가치관은 여전히 여성 노인의 의식구조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의 부담보다는 가족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의 제공이 오히려 인생 후
반기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금전적인 지원
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의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볼 때 더욱 확실하다.
즉 손자녀 양육이 금전적인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며 가족관계내의 필요와 자발성
에 의해 노동력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관계와 기능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 가정[47]의 자녀
양육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보조자로서의 조모의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는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 기능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족자원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생활의 자원으로서 사회관계망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적 자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관계망 변인
은 주로 친구와 만나는 횟수와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과 같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친구관
계나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쌓인 신뢰와 친밀감 등과 같은 가치적인 부분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과 정보교환
을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망은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에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직접적
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원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결과들[1, 19, 20, 38, 46]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은 유익한 정보와 도움, 정서적 지지와 같은 자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에게 구조적인 사회관계망은 그들의 전반적인 삶
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다. 종교모임이나 동창회, 여가생활을 통한 친목모임에서 맺어지는
관계성은 가족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구조와는 다른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난 평등한 대인관

－ 63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0 No. 1 March 2015

계를 경험하게 한다[39]. 예를 들어, 친구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오는 역할기대나 세대차이, 소외감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더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구조에서 오는 의무적
인 관계형성과는 다른 자신이 원하는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자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적되는 친밀감과
신뢰는 인생 후반기의 삶에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접어드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관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손자녀 양육하는 조모를 돕기 위한 서비스는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
어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양육의 스트레스를 줄임과 동시에 손자냐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가 가지는 마지막 시사점은 노년기에 있는 조모들의 손자녀 양육부담을
제도적 ·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조모들이 손자녀 양육
을 담당하게 된 이유로 손자녀를 맡길만한 어린이집의 부족과 시설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을 들고 있기
때문에[27], 어린이집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육 서비스와 전문적인 인력의 제공, 취업모 가정의 다양한 양육 상황, 즉
양육시간, 양육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화된 보육서비스 제
공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손자녀를 돌보며 경험하는 양육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여성노인의 정신적 ·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정서적 지지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같
은 실제적인 공간과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9]. 이러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정서
적 교류는 또한 노년기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관계망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혈연 중심적, 가족주의적인 가치관의 영향은 취업모 가정의 자녀양육에서 지속적으로 신
뢰할 수 있는 대체 양육자로서 조모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확충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조모 및 기타 가족원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양육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
로 예측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제도적인 확충과 함께 양육 대체자의 역할을 하는 조모의 양육 스트
레스원을 줄일 수 있는 사회자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두 방향의 정책적 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지속
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활동의 활성화는 손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양육 조모들 간의 친밀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신
뢰를 축적하는 과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손자녀 양육자로서 그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며, 단순히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
책적 고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다. 정책의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자발적 복지
를 창출해 내는 주체로서 조모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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