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UN에서 정의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

상, 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이다. 우리나라 65세 이

상 인구는 2005년 체 인구의 9.3%로 고령화사회에 진

입한 이후 2015년에는 14.5%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

입하 다[1].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약 717만명이며[2]

향후 2025년에는 24.6%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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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 여성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한 효율 인

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J도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 여성(1955-1963년 출생) 145명을 상으로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삶의 질은 건강상태,

가족 계만족도, 노후 비도, 연령, 노후불안과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가족 계만족도, 노후불안과는 음의 상 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 인 노후를 비하고 가족 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효율 인 재 로그램 개발을

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베이비 붐, 가족 계만족도, 노후 비도, 노후불안, 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baby boomer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research subjects, 145 baby boomer women who lived in Island J from June 1 to 

June 30, 2018. The analysis of quality of lif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health condi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retirement preparedness, age, aging anxiety, and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aging anxiety. Therefo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materials to develop efficient 

mediation programs in various areas for positive preparation for the golden age and improved famil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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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향후 2045년에는 체 인구

의 35.6%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3].

고령사회의 빠른 진입에 가장 주요한 원인인 베이

비붐 세 는 한국 쟁 후 출산율이 증하기 시작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의 실시로 출산율이 둔화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 로 베이비 붐(baby boom) 세

라고 정의하며, 약 695만명으로 우리나라 체 인구

4,799만명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다[4]. 베이비 붐

(baby boom) 세 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노동력의 감소, 노인 인구의 증이 동

시에 일어나면서 노인 부양에 한 사회 인 압력이 극

으로 증가될 것으로 망되며[5] 노화로 인해 상되

는 여러 가지 문제 을 완화시키고 이들이 보다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년기 이 부터 노후에

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와 심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 는 지난반세기 동안 한국의 부신 국

가 경제 개발의 주역으로 개인 인 행복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해 희생하고 사하 으며 정치 으로 민주화

를 이루어냈고, 1990년 말 외환 기를 겪은 세 로 과

거 노인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6].

특히베이비 붐 세 여성은 이 세 에비해 학력이

높아지면서 극 인사회 참여가 시작되었으나[7], 가사

역할 감소보다는 오히려 사회 참여와 가족 내 역할 수행

에 한 요구가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안정 인 경제

활동 조건과 독립된 생활보장이 어려워 가족 내에서도

높은 갈등을 경험한다[7,8].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된 가족의결속력 약화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사고, 질병 등으로 남성의 사망률

이 증가함으로 홀로 노후를 맞는 년 여성의 불안은 증

가하고 있으므로[9] 여성의 삶의 질을 증진 시켜야 할 필

요가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 특성이나 객

환경 요인 뿐만 아니라, 주 인 만족감이 요한 측

요인으로 나타나 만족감이 삶의 질의본질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배우자 자녀와의 계만족도 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므로 요성이 더 증가되고 있다[10]. 세계보

건기구는 삶의 질을 심리 역, 신체 역, 사회

계, 역, 독립정도, 환경 등 6개의 주 역 지

표와 운동 능력, 자기 리, 일상생활 활동, 통증/불편감,

우울/불안 등 5개의 건강 련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

다.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 정 인 측면만을 측정하 고[11], 통증/불편감, 우

울/불안 등의 지표를 측정하지 않은 제한 이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를 사용하여 베이비붐 세 여

성의 삶의 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노후불안은 노화에 한 정 인 수용과 응을 방

해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부정 인 향

을 미치므로[12]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응하기 한 노

년기 삶의 질 향상을 한 노후 비에 심을 가지고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13]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에서

69세 미만을 상으로 한 출산·고령화 상에 한 국

민인식조사 결과 부분의 성인이 자신의 노후에 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생의 환기 변화를 겪고 있는 년기 성인은 노

년생활의 문제 , 즉 신체 기능 감퇴, 자녀의 독립, 직

장에서의 은퇴, 노년의 경제, 건강, 사회활동, 학 에

한 불안 등을[14]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노화에 한

높은 불안감을 가진다[15,16,17]. 이러한 노후에 한 불

안은 노인과 노화에 한 부정 인 생각, 태도나 행동을

일으킬 수있으므로[18,19] 이들의 불안감을 악하고 노

후 비에 한 다양한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 붐 세 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은퇴, 이주, 주택, 건강, 노동시장[20,21] 등에 한 연구

로 베이비 붐 세 의 주거, 경제 특성, 은퇴에 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년기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부

부만 남게 되는 빈둥지 시기로 사회 인 계가 축소되

고 동년배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친구 계가 소해지기

때문에 부부 간의 계는 더욱 요하며, 자녀와의 친

한 가족 계는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22] 베이비 붐 세 의 가족 계만족도,

삶의 질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 여성의 가족 계만

족도, 노후 비도, 노후불안이 삶의 질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베이비 붐 세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 인 노후를 비할 있는 노년 비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 여성을 상으로 가족 계

만족도, 노후 비도, 노후불안, 삶의 질 정도를 악함으

로써 노후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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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율 인 교육 재 로그램의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함이며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가족 계만족도, 노후 비도, 노후불

안, 삶의 질 정도를 악한다.

둘째, 상자의일반 특성에따른삶의질을 악한다.

셋째, 삶의 질과 제 변수와의 상 계를 알아본다.

넷째, 상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 여성의 가족 계만족도, 노

후 비도, 노후불안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실시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J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55세 이

상부터 63세 이하인 베이비 붐세 여성을 상으로 160

명을 편의표집하 다. 본 연구자가 J도에 있는 종교기 ,

주민자치단체 시설을 방문하여 연구 진행에 한 수락을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서명한 사람을

상으로 하 다. 총 16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락되거나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145부를 최종결과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 필요한 상자는

G-power 3.1.1 로그램을 활용하여 14개의 독립변수에

한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통계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 수는

13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145명의

상자 수는 충분한 것으로 악되었다.

2.3 리적 고려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한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한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내용

은 연구목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참여자

의 익명이 보장됨을 충분하게 설명하 고언제든지 원치

않을 경우 연구참여를 단할 수 있음을설명하 다.

한 추후에도 궁 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 다.

2.4 연 도

2.4.1 가족 계만족도

가족 계만족도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느

끼는 반 인 만족 수 으로 반 인 가족 계에 한

주 인 충족감 정도를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가족

계만족도는 자녀와 계, 배우자와의 계를 평가한 2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하다’(1

)에서 ‘매우 만족한다’(5 )로 5 Likert 척도이며 총

은 2-1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가족 계만족도가 높

은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93이었다.

2.4.2 노후 비도

노후 비도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해 미

리 측하여 비하는 것을 뜻하며[23] 본연구에서 노후

비도 척도는 Lim[11]이 개발한 도구로 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신체 역 3문항, 경제

역 4문항, 사회·여가 역 4문항, 정서 역 6문

항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5 Likert 척

도이며 총 은 17-85 으로 수가 높을수록 노후 비

를 잘 비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2이었다.

2.4.3 노후 안

노후불안이란 늙어가는 것에 한, 노후에 한 사람

들의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정의된다[24]. 본 연구에서는

Lasher와 Faulkender[25]가 개발한 노후불안척도(Aging

Anxiety Scales: AAS)를 문가 검증 후 문항내 일치

도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한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상실에 한 두려움’은 노년기에 무엇인가 잃

어버릴 것과 같은두려움이며, ‘노인에 한 두려움’은 개

인 편견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며, ‘심리 불안정’은

노화되면서 변화하는 개인 ․심리 두려움이다. 각 문

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5

Likert 척도이며 총 은 16-80 으로, 정 문항(1,

3, 6, 8, 9, 10, 12, 14, 15)은 역 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노후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4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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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삶  질

2.4.4.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단함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성공 이라고 인정하는심리 안정

감이나 주 복지 상태를 의미하며[11] 본 연구에서는

Diener, Emmons, Larson와 Griffi [26]가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 다. 본 연구도구는 총 5문항으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5 Likert

척도이며 총 은 5-2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4.2 우울

우울은 부정 인 정서 상태로 스트 스 시 응과정

에서불안이나갈등으로인하여신체상의변화나고독감,

무가치함, 근심, 무력감 등을 나타내는 상태이다[27].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정신보건연구소에서 개발한 자기 보고

형 우울증 검사도구인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자의 허락을 받

은 Cho와 Kim이[28]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연구도

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 그 지않았다’(1 )

에서 ‘매우 자주 그랬다’(5 )로 5 Likert 척도이며 총

20-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5 료 수집 

자료수집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되

었으며, 설문조사 2018년 5월에 베이비 붐 세 여성

20명을 상으로설문지에 한 비조사 과정을 통하여

이해 정도를 확인하 다. 자료수집 연구 상자에게

설문지 작성법에 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하 다.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경우는 서면

으로 동의서를 작성하 고, 설문 리거나 연구기간

언제라도 본인이 연구 참여에 원하지 않을 경우 단 할

수 있음을 명시하 다. 한 설문지는 익명성과 정보의

비 유지가 보장되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모든 설문지는

폐기할 것에 해 사 에 설명하 고 설문지 작성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6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으로 분석하 다.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주 인 건강상태, 가

족 계만족도, 노후 비도, 노후불안, 생활만족도 우

울은 평균과 표 편차를,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생활만

족도 우울의 차이는 one-way ANOVA, t-test와

scheffe test 사후검정을 구하 고, 우울과 제변수와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 다. 우울에

향을 주는 변수를 찾기 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

여 단계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생활만족도에

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 공선성 진단을 해서

는 Dubin-Watson을 활용하여 오차의 상 성을 검정한

결과 1.754로 2에 가까워 자기상 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다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76

∼.96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IF)

는 1.03∼1.30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

제는 없음을 확인하고 난 후 단계 회귀 분석을 하

다. 분석에서 p<.05인 경우 통계 으로유의하 다. 한

우울에 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 공선성 진단을

해 Du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상 성을 검정

한 결과 1.678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 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98∼.99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 팽

창인자(VIF)는 1.00∼1.01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

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단계 회귀 분석을

사용하 다. 분석에서 p<.05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3. 연  결과

3.1 상  적 특

상자의 연령분포는 55-59세가 63.4%, 교육정도는

고졸이 53.1%, 종교가 있다는 92.4%로 나타났다. 주

인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 39.3%, 나쁜 편이다 31.7%,

보통이다 29.0% 순이었다. 상자의 71.0%가 보통의 경

제 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가족 계만

족도에서는 체 으로 만족한다 44.8%, 보통이다

43.4%, 불만족이다 11.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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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5)

Variables Categories n(%)

Age 55-59 92(63.4)

60-63 53(36.6)

Education ≤ Middle school 25(17.2)

High school 77(53.1)

≥ College 43(29.7)

Religion Yes 134(92.4)

No 11(7.6)

Health state Unhealthya 46(31.7)

Moderateb 42(29.0)

Healthyc 57(39.3)

Economic state Dissatisfactiona 26(17.9)

Usuallysatisfiedb 103(71.0)

Satisfactionc 16(11.0)

Family Dissatisfaction 17(11.7)

relationship Usuallysatisfiedb 63(43.4)

satisfaction Satisfaction 65(44.8)

3.2 상  가족 계만족도, 노후 비도, 노후

안과 삶  질 정도

상자의 가족 계만족도는 평균 7.24±1.67 이었고,

노후 비도는 평균 62.75±11.90 을 나타냈다. 상자의

노후불안은 45.31±5.85 이었으며, 삶의 질 에서 생활

만족도는 15.77±4.05 , 우울은 48.51±14.41 으로 나타

났다. Table 2

3.3 상  적 특 에 따  삶  질 차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에서 생활만

족도를 분석한 결과, 주 인 건상상태에 따라 생활만

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183, p=003).

사후 검정 결과 건강상태가 나쁜 상태 집단보다 건강상

태가 좋은 상태 집단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

인하 다. 경제상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 는

데(F=9.562, p<.001), 사후 검정 결과 경제상태가 불만족

한 집단보다 경제상태가 보통이거나 만족한 집단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계만족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248, p<.001). 사후 검정 결과 가족 계만족도에서

불만족하다는 집단보다 가족 계만족도가 만족하다는

집단에게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에서 우울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우울의 차이를보 는데 55-58

세가 50-54세 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4.209, p<.001), 교육정도에 따라 우울의 차이를 보

는데(F=4.945, p=.008), 사후 검정 결과 문 학 이상 졸

업한 집단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에게서 우울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계만족도에 따라 우울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27, p=.024). 사후 검정

결과 가족 계만족도에서 만족하는 집단보다 가족 계

만족도가 불만족하는 집단에게서 우울이 높은 것을 확인

하 다. Table 3

3.4 상  삶  질과 제 변수  상

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주 인 건강상태(r=.294,

P<.001), 가족 계만족도(r=.336, p<.001), 노후 비도

(r=.556, p<.001)와 정 인 상 계, 노후불안(r=-226,

p=.006)과 부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우울은 연령(r=.264, p=.001), 노후불안(r=.468,

p<.001)과 정 인 상 계를 가족 계만족도(r=-.271,

p=.001)와 부 인 상 계를 보 다. Table 4

3.5 상  삶  질에 향  미치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

을 악하기 해서 삶의 질인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후 비도(β=.516, p<.001), 경제상태(β=.184, p=.014),

가족 계만족도(β=.154, p=.042)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은 생활만족도의

약 39.1%를 설명하고 있다(F=30.188, p<.001).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후 비도(β=.447,

p<.001), 연령(β=.256, p<.001), 가족 계만족도(β=-.227,

p=.001)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타났고 이 변인은 우울의 약 33.8%를 설명하고 있다

(F=24.039, p<.001).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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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ld Age Preparation, Ageing Process Anxiety and 

Quality of Life                                                                              

(N=145)

M±SD Item Range Min Max

Family relationship 7.24±1.67 2 2∼10 3.0 10.00

satisfaction

Old age preparation 62.75±11.90 17 17∼85 32.0 85.00

emotional domain 23.23±4.40 6 6∼30 12.0 30.00

social, leisure domain 14.09±3.19 4 4∼20 7.0 20.00

economic domain 14.36±3.30 4 4∼20 4.0 20.00

physical domain 11.06±2.80 3 3∼15 4.0 15.00

Ageing process anxiety 45.31±5.85 16 16∼80 27.0 65.00

anxiety of losing 20.59±5.74 7 7∼35 7.0 34.00

anxiety of ageing 14.15±4.23 5 5∼25 5.0 25.00

psychological unstable 10.57±3.15 4 4∼20 4.0 20.00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5.77±4.05 5 5∼25 5.0 25.00

Depression 48.51±14.41 20 20∼100 21.0 90.00

Table 3. Deference of Quality of life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Variables Categories n(%)

Qualify of life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55-59 92(63.4) 15.52±4.15 -.979(.329) 44.89±13.13 -4.209(<.001)

60-63 53(36.6) 16.20±3.88 54.79±14.49

Education ≤Middle school 25(17.2) 16.72±3.76 1.481(.231) 48.76±17.21 4.945(.008)

High school 77(53.1) 15.25±3.81 51.46±13.78 b>c

≥College 43(29.7) 16.13±4.56 43.06±12.34

Religion Yes 134(92.4) 15.72±4.14 -.501(.617) 48.33±14.64 -.508(.613)

No 11(7.6) 16.36±2.83 50.63±11.58

Health

State
Unhealthya 46(31.7) 14.50±4.34 6.183(.003) 49.89±14.74 2.590(.079)

Moderateb 42(29.0) 15.30±3.92 a<c 51.42±13.42

Healthyc 57(39.3) 17.14±3.53 45.24±14.44

Economic

State
Dissatisfactiona 26(17.9) 13.11±3.49 9.562(<.001) 53.57±14.74 2.060(.131)

Usuallysatisfiedb 103(71.0) 16.07±3.74 a<b,c 47.60±13.72

Satisfactionc 16(11.0) 18.12±4.86 46.12±17.14

Family Dissatisfaction 17(11.7) 13.11±4.25 7.248(.001) 55.76±15.40 3.827(.024)

Relationship Usuallysatisfiedb 63(43.4) 15.30±3.73 a<c 49.58±13.15 a>c

Satisfaction Satisfaction 65(44.8) 16.92±3.95 45.5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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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ld age preparation, 

ageing process anxiety and Quality of life 

(N=145)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ld age

reparation

Ageing process

anxiety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037 1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024 .444*** 1

Old age preparation
.010 .250** .188* 1

Ageing process

anxiety

.006 -.127 -.086 -.381*** 1

Life satisfaction
.095 .294*** .336*** .556*** -.226** 1

Depression .264** -.119 -.271** -.110 .468*** -.108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N=145)

Variables B✝ SE β☨ t p R2 Cum. R2 F(p)

Life satisfaction (Constant) -.561 1.760 -.319 .750

Old age

preparation
.176 .023 .516 7.706 <.001 .309 .309

63.932

(<.001)

Economic

status
.785 .316 .184 2.487 .014 .064 .373

42.217

(<.001)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374 .182 .154 2.054 .042 .018 .391
30.188

(<.001)

Depression (Constant) -62.293 22.142 -2.813 .006

Old age

preparation
1.102 .169 .447 6.507 <.001 .219 .219

40.183

(<.001)

Age 1.392 .373 .256 3.733 <.001 .068 .287
28.644

(<.001)

Family

r e l a t i on s h i p

satisfaction

-1.947 .591 -.227 -3.295 .001 .051 .338
24.039

(.001)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β=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Cum.

R2=Cumulative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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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 여성의 가족 계만족도, 노

후 비도, 노후불안이 삶의 질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베이비 붐 세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 인 노후를 비할 수 있는 효율 인 노년 비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을 생활만족도와 우울로 측정한

결과 가족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풍족할수

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은

낮아져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6,11,28]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 다.

본연구에서 베이비 붐세 여성의 삶의질인 생활만

족도는 25 만 에 15.8 으로 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노후 비도, 경제상태, 가족 계만족도가

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비도가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이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요한 것은 건강,

경제력 순으로 나타났고 노후에 상되는어려움으로 건

강문제, 외로움, 경제 어려움 순으로 경제 문제보다

건강문제에 더 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9] 베이비 붐

세 여성을 상으로 노년 비를 한 교육을 진행할

때 노후 건강 문제와 련된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킴으

로써 건강한 노후를 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정 인 노후 비를 하여 가족 계만족도, 스트

스 등 심리 인 안정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29], 배

우자의 지지[30,31], 자녀의 지지가[32] 높을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아져 삶의 질이 증진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베이비 붐 여성의 삶의 질은 사회 진출로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역활 태도 행동에 한 변화로 인하

여 가족 계에서 부부 간의 계의 요성을 증가시키고

가족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서[33] 가

족 계만족도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9]. 가족

의 지지는 노후에 한 심리 인 안정과 행복감을 높임

으로써 성공 인 노후를 한 요한자원이므로 배우자

와 자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할 것

이다.

한 주 인 건상상태가 생활만족도에 향 요인으

로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6], 년의 노후생활

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정 으로 노화를 수용하고

[34],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화와 련된 신체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한 연구[17]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

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돈을 벌거나 이

해 계가 아닌 자조집단, 동기모임, 사우나, 사활동, 종

교활동, 수다 등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삶의 질인 우울은 90 만 에 48.5 으로 나타나 우

울은 노후 비도, 연령, 가족 계만족도가 향 요인이었

으며 이 에서 노후 비도가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이

었다.

년은 노인과 가장 많이 을 하는 세 이며 본인

이 곧 노년기에 어드는 요한 시기이므로 노년에

해 정 으로 비하고 수용함으로써 노후불안을 감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을 살펴보면 연령

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 계만족도가 낮을수

록 우울 수가 높게 나타나 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신

체 인 변화는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변화를 동반한다

는 연구[17]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년 여성이

졸 이하나 문 졸 이상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화과정에 한 지식의 습득

과 이해로 노후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낮다는 연구[17,31]

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경제

인 상황으로 학에 진학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학업

을 단하지 않았다면 재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았을거

라는 후회와 자신의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

록 하기 해 교육에 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계만족도는 우울에 유의한 향이 있어 가족

계만족도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되고,

자녀의 출가, 군 , 학 입학, 취업 등으로 가족 계만족

도와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된다[11,35]. 노년기의

역할 상실은 노년기 삶의 질에 향을 주므로 정서 으

로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계를 강화

하고 여러사람 는 동년배와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통

한 사회 역에서 노후 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

[15]를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베이비 붐 세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 노후 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정

으로 노화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분 기에서 겪게

되는 우울감, 발달단계에 따른 지지체계 부족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극 인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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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Erikson이 제시한인간발달 단계 노년기 발

달과업 인 통합과 망의 단계를 잘성취할수 있도록 지

지함으로써 베이비 붐 세 여성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

면 후회가 없고 보람 있는 삶으로 느낌으로써 자아가 통

합할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낙심과 망, 죄책감을 느끼

지 않도록 세심한 찰과 지지를 한 재개발이 필요

하다.

재 간호학에서는 통합 인 인간호로 건강한 노후

비를 한 극 인 여가문화시설 확충, 사회단체나

지역사회 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이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로그램 구성이 부족한 실정이

므로 보다 체계 이고 다양한 제도 근을 통해 가족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 간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 도시는 노후 비에 하여 활성화 되어있으

나 소도시나 지방은 노인에 한 다양한 로그램

은 진행되고있으나향후 노인이 될베이비붐 년 여성

에 한 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건강한 노후를

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 인 노후를 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효율 인 교육이나 재 로그램 개발을 한자료를 제

공함에 큰 의의가 있다고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 베이비 붐 세 여성의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융합 요인은 생활만족도와 우울이었다. 생

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후 비도, 경제상태,

가족 계만족도이며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후

불안, 연령, 가족 계만족도로 나타나 가족 계만족도가

가장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는일 지역을

심으로 조사되었기에 상 지역의 확 와 베이비 붐 세

여성을 상으로 하 기에 남성을 상으로 하는 후

속 연구를 통해 남성을 한 로그램 개발 자료를 마련

해야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유 를 강화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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