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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가족에 대한 이해

발제1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1. 들어가는 글

□ 한국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 급증하였으나,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체계적 정보 및 실증자료 극히 부족함.

□ 한국인의 삶의 질에서 가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제한점  

임. 이 글에서는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한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패널조사인 “베이비 부머 

패널연구(연구책임자 : 한경혜)”의 1차년도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베이비부

머의 가족구조, 관계 및 생활에 대하여 살펴봄.

□ 2010년 1차년도 조사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년 출생코호트

-1963년 출생코호트) 4,668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2년 2차년도 

자료가 수집될 예정임.

□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9개 출생코호트를 포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내 연령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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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데다가 한국사회의 변화속도가 워낙 급격하였기 때문에,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초기베이비부머와 1960년대에 태어난 후기 베이비부머가 경험한 시대적 배경이 상당

한 차이가 있음. 또한 교육수준의 전반적 상승과 함께 베이비부머 집단내에서의 교육

수준에서의 다각화가 증가하는 등 집단내의 이질성이 증가하였음. 따라서 베이비부머 

내부의 이러한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가족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인구학적 변화의 전반적 추세 

속 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의 현재를 바라보아야 함과 동시에 이들이 생애단계상 

중년기에 속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함.  

□ 삶의 여러 영역들의 중요도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영역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들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1), 결혼과 가족생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녀의 성취 

등 가족과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1> 삶의 각 영역들의 중요성: 전체 항목 평균에 대한 각 항목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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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형성과정과 가족생활주기

□ 결혼과 출산은 성인기로의 통과의례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졸업-취업-결혼-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기 전이 과정의 중요한 사건(event)로 일컬어짐. 베이비부

머의 성인기 전이과정은 전반적으로 그 전 세대에 비하여 뒤로 늦추어지고 압축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21세 초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23세에 병역의 의무를 마치

는 것과 거의 동시에 취업을 함. 그 후 약 4년 정도가 지난 28세경에 결혼을 하고 

다시 1년 정도가 경과된 후에 아버지로의 전이가 이루어짐. 

   ○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성인기 전이가 남성에 비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진행됨. 

19세 초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23세경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25세경에 

결혼을 하고, 그 후 1년 정도가 경과된 26세경에 어머니로의 전이가 이루어 짐. 

   ○ 성인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데 소요된 기간(학업을 종료한 시점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시점까지의 기간)은 남성 7.9년, 여성 6.8년임.

 

<그림 2> 남녀 베이비부머의 성인기 전이

 (23.2) 첫 취업

(21.1) 최종학교 졸업 (23.1) 군대 제대      (27.9) 첫 결혼  (29.0) 첫 자녀 출산          (35.8) 첫 주택 구입

↡ ↡↡   ↡   ↡   ↡

20세 25세 30세 35세

(남성)

   (24.9) 첫 결혼

(19.2) 최종학교 졸업 (23.4) 첫 취업     (26.0) 첫 자녀 출산 (33.8) 첫 주택 구입

↡ ↡
 

↡
   ↡

 

↡

20세 25세 30세 35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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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기 전이 과정의 지연과 압축

   ○ 베이비붐 세대 내부에서도 후기로 갈수록 학업 종료와 취업, 결혼, 출산을 경험하는 

시기가 지연됨.

      -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최종 학업 종료와 첫 직장, 결혼, 첫 자녀의 출산 시기가 

1955년 출생코호트에 비해 1963년 출생코호트에서 더 늦어짐. 

      - 여성 베이비부머도 남성과 유사하게 학업 종료와 첫 결혼, 그리고 첫 자녀 출산의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예외적으로 여성의 첫 취업 시기의 

경우 1955년 출생코호트에 비해 1963년 출생코호트에서 더 빨라졌는데, 이는 

초기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우 30대나 40대에 처음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후기베이비부머 여성은 학업을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하는 10, 20대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임.

   ○ 또한 후기로 갈수록 성인기 전이 완료에 소요된 기간(학업 종료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도 축소,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됨.

      - 학업을 마친 후부터 첫 자녀를 출산하는데 걸린 기간은 1955년 출생코호트 남성

의 경우 7.8년이나, 1963년 출생코호트 남성의 경우 7년으로 단축됨. 

      - 베이비부머 여성들이 학업을 마친 후부터 첫 자녀를 출산하는데 걸린 기간은 

1955년 출생코호트 여성 7년, 1963년 출생코호트 여성 6.7년으로, 그 폭은 작지

만 성인기 전이의 기간이 단축됨.



발제1 : 베이비부머 가족에 대한 이해 ❚ 7 

<그림 3> 성인기 전이: 1955년 출생코호트와 1963년 출생코호트 비교

20.5 

22.6 
22.8 

23.6 

27.4 

28.7 
28.3 

29.6 

1955 1963

최종학교 졸업 첫 취업

첫 결혼 첫자녀 출산

18.0 

20.1 

24.7 

23.2 24.0 

25.6 

25.0 

26.8 

1955 1963

최종학교 졸업 첫 취업

첫 결혼 첫자녀 출산

(남성) (여성)

□ 연애혼 및 동질혼적 경향 증가

   ○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은 중매혼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연애

혼으로 빠르게 변화됨. 

      - 베이비부머들의 부모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55년-64년 결혼코호트의 경우 중매

혼 86%, 연애혼 14%였으나,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중매혼의 비율이 35.9%로 크

게 감소하였고 연애혼의 비율은 48%로 크게 증가함.

      - 베이비부머 내부에서도 보다 후기로 올수록 중매혼의 비율은 감소하고 연애혼의 

비율은 증가됨(그림 4 참조).

<그림 4> 결혼유형

1955년 BC

남성

여성

1963년 BC

남성

여성

41.4

50

17.6

24.8

44.5

33.2

63.9

56.3

13.7

16.4

18.5

18.8

중매혼 연애혼 중간혼



8 ❚ 베이비부머의 가족변화와 정책과제

   ○ 베이비부머의 3분의 2 정도가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이 동등한 결합이며, 남편의 

학력이 아내의 학력보다 높은 상향혼은 28% 정도에 불과함(표 1 참조).

      - 후기 베이비부머로 올수록 부부간 교육격차가 감소됨(그림 5 참조). 배우자간 

총 교육년수 차이는 1955년 출생코호트 1.05년에서 1963년 출생코호트 0.79년

으로 감소함.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비슷한 교육수준의 배우자를 만날 가능

성이 더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배우자간 결혼 연령차이에서도 후기로 올수록 그 격차가 감소하여 동질혼적 경향

이 증가함(그림 6 참조). 1955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배우자간 연령차이가 3.24세

이나, 1963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2.46세로 감소됨.

   ○ 부부간 연령차, 학력차 감소는 여권신장 및 민주적 가정 지향의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베이비부머가 이전 세대에 비하여 보다 동등한 부부관계, 동반자적 부부관

계로 변화하게 되는 토대로 작용하였을 것임

<표 1> 배우자간 교육수준 비교

(사례수, %)

남편

아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합계

초졸 이하
129

(3.2)

83

(2.0)

66

(1.6)

2

(0.0)

280

(6.9)

중졸
44

(1.1)

377

(9.3)

381

(9.4)

27

(0.7)

829

(20.3)

고졸
26

(0.6)

134

(3.3)

1571

(38.6)

586

(14.4)

2317

(56.9)

대졸 이상
2

(0.0)

0

(0.0)

103

(2.5)

543

(13.3)

648

(15.9)

합계
201

(4.9)

594

(14.6)

2121

(52.1)

1158

(28.4)

`40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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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배우자간 연령 차이          

(단위: 세)

<그림 6> 배우자간 교육년수 차이

(단위: 년)

3.24

2.46

전기부머 후기부머

1.05

0.79

전기부머 후기부머

□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주기

   ○ 베이비부머들은 1955년~1964년 결혼코호트에 비해 소자녀 출산으로 자녀출산기

가 약 1/3 정도로 축소되었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독립 후 부부만이 생활

하는 시간이 이전세대에 비해 무려 14배 정도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7 참

조).

      - 첫 자녀 출산에서 마지막 자녀 출산까지의 자녀출산기는 1955~64년 결혼코호트

는 9.1년인데 비해, 베이비부머의 경우 3.4년으로 그 기간이 크게 단축됨.

      -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인 빈둥우리기는 

1955~64년 결혼코호트는 1.4년인데 비해, 베이비부머의 경우 19.4년으로 그 기

간이 크게 연장됨.

   ○ 이는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 내에서 부부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

며, 한국가족이 혈연중심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우애적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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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주기1)

3. 베이비부머의 가족구조

□ 87.7%의 베이비부머가 초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혼(2.4%), 동거(1.3%)

를 합하면 91.4%가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가 없이 

사는 베이비부머는 8.6%로서 이혼(별거)이 4.5%, 사별이 2.4%, 미혼이 1.7%임.

□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수는 평균 1.9명으로, 베이비부머의 형제자매수가 응답자 본인을 

포함하여 5.2명인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임(그림 8 참조). 이는 한국가족

의 소자녀화(小子女化)가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이미 정착되었음을 보여줌. 

1) 베이비부머 부모세대의 가족생활주기는 1955~1964년 결혼코호트의 자료를 사용함.

베이비부머가 자녀를 처음으로 결혼시키는 연령은 2009년 남녀초혼연령(통계청, 2010: 남 31.6세, 여 28.7세)에 

근거하여 29세로, 베이비부머의 수명은 2008년도 기대여명(통계청)에 근거하여 84세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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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에 출생한 전기베이비부머의 평균 자녀수는 2명인데 비해 1960년대에 출생한 

후기베이비부머의 평균 자녀수는 1.9명으로, 베이비부머 내부에서도 미세하긴 하나 

평균 자녀수에서 차이가 관찰됨.

<그림 8> 자녀수: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의 부모

(단위: 명)

1.9 2.0 1.9 

5.2 5.3 5.1 

전체 전기부머 후기부머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의 부모

□ 베이비부머 가구의 규모 및 구성

   ○ 베이비부머 가구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4인 가구가 거의 절반 정도(4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인 가구(22.7%)의 순으로 나타남. 베이비부머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2.8%에 불과함(표 2 참조).

   ○ 베이비부머 가구의 가구원 수별로 가족구조를 살펴보면(표 3 참조), 3인 가구와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베이비부머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중이 약 

8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세대 가구는 10%에 못 미침. 2인 가구

의 경우 부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홀로된 베이비부머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가 23.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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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거가구원 수 별 분포

가구원수 빈도(%)

1 인 132(2.8)

2 인 486(10.4)

3 인 1060(22.7)

4 인 2311(49.5)

5 인 546(11.7)

6 인 이상 133(2.9)

총 수 4668(100)

<표 3> 가구원 수 별 가족구조

(N=4,668)

가구원 수 가족구조 N(%)

1인 독거 132(100)

2인

① 노부모와 함께 16(3.3)

② 부부가구 349(71.8)

③ 한 부모가족 114(23.5)

④ 기타 7(1.4)

계 486(100)

3인 

① 노부모와 함께 36(3.4)

② 핵가족(부부+자녀) 929(87.6)

③ 한 부모가족 85(8.0)

④ 3 세대 가족 3(0.3)

⑤ 기타 7(0.6)

계 1060(100)

4인 이상

① 노부모와 함께 36(1.2)

② 핵가족(부부+자녀) 2625(87.8)

③ 한 부모가족 6(0.2)

④ 3 세대 가족 267(8.9)

⑤ 기타 56(1.9)

계 2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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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별 가족구조

   ○ 베이비부머 가구의 세대구성을 살펴보면(표 4 참조), 2세대 가구가 81.5%로 가장 

많음. 

      - 베이비부머 혼자 혹은 부부만 단둘이 거주하는 1세대 가구는 총 481세대로 전체

의 10.3%이며, 베이비부머세대와 노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의 3세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270세대로 전체의 5.8%수준임. 

      - 현재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체 4,668명 중 358명(7.7%)에 불

과함.

<표 4> 세대수 별 가족구조

세대 수 가족구조 N(%)

1 세대

(N=481) 

1인 가구 132(2.8)

부부가구 349(7.5)

2 세대

(N=3847)

노부모+부부 88(1.0)

핵가족(부부+자녀) 3554(76.1)

한 부모+ 자녀 205(4.4)

3세대

(N=270)

3세대 가구

(노부모+부부+자녀)
270(5.8)

기타 70(1.5)

계 4,668(100)

 

4.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의 가족구조

□ 노부모의 생존 여부

   ○ 전체 베이비부머의 61%정도가 부모 중 한 분 혹은 양친 모두 생존해 계심(그림 

9 참조).

      - 부모의 생존 여부에서 연령집단간 차이가 나타남. 1950년대에 출생한 전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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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머의 47%정도가 양친이 모두 모두 사망한 상태인 반면, 1960년대에 출생한 

후기베이비부머는 약 31%가 양친이 모두 사망한 상태임.

<그림 9> 노부모의 생존 여부

(단위: %)

17.9 
12.9 

22.9 

42.9 

40.2 

45.6 

39.3 
47.0 

31.4 

전체 전기부머 후기부머

양친 모두 사망

한분만 생존

양친 모두 생존

 

□ 생존 노부모의 결혼상태 및 거주유형

   ○ 남성과 여성의 수명차이 및 결혼연령에서의 남녀차이로 인하여 아버지보다는 어머

니의 생존 비율이 훨씬 더 높음. 

      - 아버지 생존비율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22.6%,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베이비부머

는 56.1%임.

   ○ 생존부친의 79%가 배우자가 있고 20%정도만이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인 반면, 생

존모친의 경우 32%정도만이 배우자가 있으며 68%정도는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임

(표 5 참조).

   ○ 생존율 및 결혼 상태에 있어서의 이러한 남녀차이가 반영되어, 노부모의 거주형태

도 남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표 5 참조). 

      - 남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으며(61.6%), 자녀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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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부모 함께 생존 홀로된 부친 홀로된 모친

결혼상태   

기혼(초혼/재혼) 832(79.0) 831(31.7) 832(100) - -

이혼/별거  14( 1.4)  15( 0.6) -  14( 6.3)  15( .8)

  사별 208(19.7) 1775(67.7) - 208(93.7) 1775(99.2)

거주형태

    독거 106(10.1) 856(32.7) 3(.3) 103(46.4) 856(47.8)

    부부동거 649(61.6) 644(24.6) 649(78.0) - -

   자녀와 동거

노부부+자녀

노인+자녀

277(26.0)

158(15.0)

119(11.3)

1031(39.3)

160( 6.1)

871(33.2)

158(19.0) -

119(53.6)

-

871(48.6)

  시설거주  22( 2.1) 90(3.5)  22(2.6) 63(3.5)

계 1054(22.6) 2621(56.1) 832(100) 222(100) 1790(100)

함께 사는 경우가 26%, 독거(10.1%), 시설(2.1%)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단 둘이 거주하는 경우는 25%정도에 불과하며, 3분

의 1 정도(32.7%)는 독거상태임.

      -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노부모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으

며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에 불과함. 반면 부친이나 모친 중 한 분만 

생존해 있는 경우 절반 정도는 자녀세대와 동거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혼자서 

사는 독거 형태임(표 5의 오른쪽 3개 열 참조)

<표 5> 생존 부모의 결혼상태 및 거주유형

5.‘끼인세대’로서의 베이비부머

□ 샌드위치 세대에 대한 인구학적 가능성

   ○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은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 자녀 

및 노부모의 존재임.

      - 전체 베이비부머의 38.3%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음.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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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해있는 비율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60.7%임.

      - 이 둘의 교집합, 즉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동시에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샌드위치 세대에 속하는 비율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26.5%임.

   ○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성인기까지도 지속되며, 자신의 부모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 필요성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서구적 방식

으로 샌드위치세대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대학등록금은 물론이고 대학생 자녀의 용돈, 결혼비용과 집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부모들이 상당부분 부담함.

      -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이 자신의 부모로만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부양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큼.

      - 전체 베이비부머의 93.1%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녀가 있음. 한 명이라도 

생존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체의 79.8%임.

      - 미혼 자녀가 있으면서 동시에 생존 노부모가 있는, 샌드위치 세대에 속하는 베이

비부머는 전체의 75.3%임. 즉 전체 베이비부머의 4분의 3정도가 샌드위치 세대

로 분류됨.

      - 연령집단별로 구분해보면, 1950년대 중후반에 출생한 전기 부머의 69.3%, 1960

년대 초반에 출생한 후기 부머의 81.4%가 인구학적으로 샌드위치 세대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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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구학적 측면에서 본 샌드위치 세대 가능성

(단위: %)

 

6.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

□ 부부 상호작용

   ○ 베이비부머들의 약 4분의 3 정도가 비교적 긍정적인 부부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들의 52.3%가 한 달에 2~3번 이상 부부동반 외출을 하며, 베이비부머

들의 74%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부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음(그림 11 

참조).

      - 한편, 부부동반 외출과 다정한 대화 등 부부간 긍정적 상호작용 빈도가 낮은 

경우도 약 4분의 1 정도로 적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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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부간 상호작용

□ 베이비부머 부부의 갈등

   ○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큰 갈등영역은 경제문제로, 75.6%의 베이비부머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 갈등을 겪고 있음(그림 12 참조). 

      - 현재 베이비부머들은 가족생활주기 중 확대기에 해당됨. 은퇴와 자녀교육, 자녀

의 결혼 등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큼.

   ○ 경제문제 외에는 성격차이(66.9%)와 자녀문제(61.8%)에 대한 부부갈등이 높음. 

      -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이슈들이 베이비부머들의 중요한 부부갈등영역으로 부각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부부간 갈등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2의 오른쪽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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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부부갈등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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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92.6

경제문제

성격차이

자녀문제

부부사이의 성관계

시가나처갓집 문제

여가활동문제

가사분담문제

문제행동

종교

외도

갈등을겪음 갈등을겪지 않음

1.79

1.86

성격차이

남성 여성

□ 베이비부머의 부부갈등 대처방식

   ○ 부부간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베이비부머들은 남녀 모두 말을 하지 않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회피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남성의 64.9%, 여성의 

63.6%).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대처방

식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 에 채 못 미침(그림 13 참조).

      -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들이 부부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

며, 따라서 부부간 갈등이 누적될 가능성을 시사함.

      - 남성과 여성 모두 ‘말을 하지 않는’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남성은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여성은 ‘차분하게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행동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격하게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폭발하는 대처행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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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베이비부머의 부부갈등 대처방식

□ 베이비부머의 결혼의 질

   ○ 결혼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

의 45%정도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은 8%정도임(그림 14 참조).

   ○ 베이비부머 연령대의 이혼율이 높다는 점과 결혼이 불행하여 이미 이혼을 한 경우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긍정적 편포는 결혼

생활의 실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이 응답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음. 이러한 가능성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이혼고려 경험’에 대한 결

과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보임.



발제1 : 베이비부머 가족에 대한 이해 ❚ 21 

<그림 14> 베이비부머들의 결혼만족도

   ○ 지난 5년간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베이비부머의 60% 

정도는 한번도 없었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40%정도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

이 있었다고 응답함(그림 15 참조).

      - 베이비부머의 40%정도가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결과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생활이 평

탄하지만은 않음을 시사함. 

      - 남성이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 비율이 

더 높음(남성 63.7%, 여성 57.3%)

      -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는 비율

이 더 높음.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의 질을 낮추고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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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혼고려경험

(단위: %)

   ○ 결혼만족도 수준과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교차시켜,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의 질(quality)을 유형화함(그림 16 참조). 

      - 베이비부머들의 36%정도는 결혼만족도도 높고 이혼고려경험도 없는 “행복한 결

혼(Happy Marriage)”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임. 

      - 반면 7%정도는 결혼만족도도 낮고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결

혼해체의 위험이 큰 집단(Risk Group)”으로 이들의 결혼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  

      -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지만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Group C”나 결혼만족도는 보통 정도이나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Group A”의 경우 '위험집단'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부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생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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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 

및 이혼고려

<그림 16>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의 질 유형

(이혼고려경험)

있음
Risk Group

293(6.85%)

Group A

1014(23.69%)

Group B

393(9.18%)

없음
Group C

45(1.05%%)

Group D

988(23.08%)

Happy Marriage

1547(36.14%)

낮음 보통 높음 (결혼만족도)

□ 베이비부머의 부부갈등 대처방식과 부부관계의 질

   ○ 부부간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이

혼고려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남. 

      -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부부들이 결혼

만족도 수준이 높고 이혼고려경험이 낮음(그

림 17 참조).

      - 부부간 갈등에 대해 폭력적 대처방식를 사용

하는 사람들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고 이혼

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비율도 더 높음.

      - 최근 중노년층의 이혼율 증가추이에 비춰볼 

때, 자녀들이 독립하는 중년 후반부에 베이비

부머들의 가족해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베이비부머들의 이혼을 예방하고 결혼안정성

을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서비스를 강화

하는 등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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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베이비부머의 자녀와의 관계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 베이비부머들의 68%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만

이 자녀와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그림 18 의 왼쪽 그래프 

참조). 나머지 30%는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불만족하지도 않는다는 

중도적 응답을 함.

   ○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그림 18 의 오른쪽 그래프 

참조).

<그림 18>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 평균)

(부모-자녀 계 만족도 차이

: 소득수  상  25% vs 하  25%)

   

□ 부모효능감

   ○ 베이비부머들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부모 역할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감을 가지는지를 부모효능감을 통해 살펴봄

      - 부모효능감 평균 점수는 척도의 중간값인 18점보다 높은 20.09점으로, 베이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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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들이 스스로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부모효능감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효능감 수준도 낮음 

      - 부모효능감의 하위 문항별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19 참

조), 특히 항목 3과 항목 1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이 관찰됨. 소득 

1분위 집단의 경우 4분위 집단에 비해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만한 

형편이 안돼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한편,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었다는데 대한 긍정적 감정은 더 적게 느끼고 있음.

      - 소자녀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큰 베이비부머들이 스스로 부모로서

의 효능감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이는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19>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 차이: 가구소득 상위 25% vs 하위 25%

< 항목 내용 >

항목 1: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쁘다

항목 2: 자녀문제가 때때로 나를 당

황스럽고 창피하게 만든다

항목 3: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만한 형편이 안돼 미안

하다

항목 4: 부모로서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왔다고 자부한다

항목 5: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

고 있다

항목 6: 부모로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 미

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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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투자 

   ○ 베이비부머들의 71% 정도가 ‘내 아이가 취업을 미루고 더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도와주겠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에 거의 절반 정도가 동의함(그림 20 참조).

      -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상당히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즉 ‘보답을 전제로 한 

투자’로도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지가 더 높고, 동시

에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더 높음.

   ○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베이비부머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후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하며,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에 보답을 받을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에

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노년기 적응과 삶의 질에 역기능적일 가능성이 있음.

      - ‘적절한 부모역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부머들의 사회경제적 에너지를 자녀만이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

<그림 20> 자녀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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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베이비부머의 노부모와의 지원 관계

□ 노부모에 대한 지원 제공 

   ○ 노부모가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그리고 간병지원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노부모에 대한 지원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서(그림 21 참조), 

베이비부머를 샌드위치세대로 보는 기존 담론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그리고 간병 지원 중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1/3 정도가 경제적인 지원을 전

혀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기적 지원보다는 비정

기적 지원이 더 많음. 비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상당부분, 명절이나 생신 등 

특별한 날 용돈을 드리거나 의례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임.

      - 도구적 지원이나 간병 지원의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경제적 지원에 비해 

상당히 낮음.

   ○ 베이비부머들이 부모세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별로 높지 않은 것은, 베이

비부머의 노부모들이 아직 초고령기에 진입하지 않았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분

담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현재 베이비부머의 노부모들의 연령은 평균 78세 전후로 아직 초고령기에 진입

하지 않아 도구적 지원이나 간병지원의 필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 가능함.

      - 베이비부머의 평균 형제자매수는 5.2명으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서의 부모부양 지원을 형제간에 분담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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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부모에 대한 지원 제공

□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실질적인 부양 부담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시켜야 할 미혼자녀가 있고 부모 세대(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생존해 있는, 즉 인구학적으로 샌드위치 세대에 속하는 비율은 전체 베이

비부머의 75.3%임. 

   ○ 샌드위치 세대로서 실질적인 부양 행동을 살펴본 결과, 부모세대(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 혹은 간병 지원 중 한 가지라도 

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24.4%임. 이렇게 부

모세대(배우자의 부모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또한 동시에 결혼

시켜야 할 미혼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 즉 실질적 의미의 샌드위치 세대는 전체의 

22.8%에 불과함.

   ○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크지 않지만,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 책임 사이에 “끼인 세대”로서의 부양 부담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녀의 대학진학과 미혼자녀의 결혼 등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음.

      - 앞으로 2~3년 후에는 노부모세대의 초고령기로의 진입에 따른 건강 악화 및 간병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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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업과 국가차원의 방안마련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낮은 출산으로 일관한 베이비부머(평균 자녀수 2명)가 노인이 된 

후 과연 누가 베이비부머들을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노부모에 대한 지원 제공에서의 양계화? 

   ○ 남편측 부모와 아내측 부모 모두 각각 한 분씩이라도 생존해있는 베이비부머 1,722

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양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

   ○ 경제적 지원 제공의 경우, 양계적 지원이 43%정도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계형

(24.3%), 무지원형(23.9%), 모계형(8.7%)의 순으로 나타남(표 6 참조). 이러한 결

과는 베이비부머들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이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부양규범에 영향

을 받고는 있지만, 세대관계가 양계적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 표 6 >에서 대각선의 음영부분이 부계측 부모와 모계측 부모에 대한 지원 

실태가 동등한 형태이며, 대각선 위쪽 부분은 부계형, 대각선 아래쪽 부분은 모

계형 지원임.

   

<표 6>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에서 양계화

(사례수, %)

아내부모

남편부모
정기적 지원 비정기적 지원 지원 안함

정기적 제공 245(14.2) 167(9.7) 121(7.0)

비정기적 제공 39(2.3) 497(28.9) 131(7.6)

지원 안함 20(1.2) 90(5.2) 412(23.9)

   ○ 도구적 지원 제공의 경우, 부계와 모계 어느 측에도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무지원형

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부계형(13.5%), 양계형(10.5%),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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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5.5%)의 순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간병 지원 제공의 경우, 도구적 지원과 유사하게 부계와 모계 어느 측에도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무지원형이 74.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양계형

(13%), 부계형(8.9%), 모계형(3.6%)의 순으로 나타남(표 8 참조).

<표 7>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에서 양계화

(사례수, %)

아내부모

남편부모
정기적 지원 비정기적 지원 지원 안함

정기적 제공 14(0.8) 18(1.0) 56(3.3)

비정기적 제공 9(0.5) 167(9.7) 159(9.2)

지원 안함 24(1.4) 62(3.6) 1213(70.4)

<표 8> 노부모에 대한 간병 지원 제공에서 양계화

(사례수, %)

     아내부모

남편부모
정기적 지원 비정기적 지원 지원 안함

정기적 제공 7(0.4) 6(0.3) 14(0.8)

비정기적 제공 7(0.4) 217(12.6) 135(7.8)

지원 안함 8(0.5) 46(2.7) 652(74.5)

   ○ 양계화 경향에 있어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경제적 지원과 간병 지원의 

경우 양계형이 부계형보다 더 우세한 반면, 도구적 지원에서는 부계형이 양계형의 

비율보다 더 높았음.

□ 노부모로부터의 지원 수혜 

   ○ 베이비부머들이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그리고 간병지원을 얼마

나 제공받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노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베이비부머는 매우 

소수에 불과함(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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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 혹은 간병 지원을 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1%내외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로 비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세 가지 성격의 지원 중 베이비부머들이 노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임.

<그림 22> 노부모로부터의 지원 수혜

9. 베이비부머의 기혼자녀와의 지원 교환

□ 기혼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 

   ○ 전체 4,668명의 조사대상자들 중 기혼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 621명을 대상으로 

하여, 기혼자녀에게 얼마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봄(그림 23 참조).

      -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간병 지원, 그리고 손자녀 양육 지원 중 베이비부머

들이 기혼자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손자녀 양육 도움임. 

   ○ 전체 베이비부머의 8.1%만이 현재 손자녀가 있는데, 손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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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가 정기적으로 손자녀 양육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비율까지 합하면 35%정도임. 

      -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들이 대안적인 양육자로서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향후 베이비부머들은 고학력, 풍부한 자원, 긴 건강수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조부모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들이 

손자녀의 성공적 발달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이러한 조부모 역할 및 돌봄을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및 사회적 차원의 세대통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이 요구됨.

      -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 그리고 간병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은 각각 10~20%정도로 손자녀 양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수

준은 낮지만,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들이 있음을 보여줌.

<그림 23> 기혼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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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자녀로부터의 지원 수혜 

   ○ 기혼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이들 자녀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봄(그림 24 참조).

      - 베이비부머들이 기혼자녀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기혼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32%정도가 기혼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음. 

7%는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기혼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이나 간병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10%정도에 그치며, 

주로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음.

<그림 24> 기혼자녀로부터의 지원 수혜

10. 행복한 결혼의 보호적 효과?

□ 결혼의 질과 건강  

   ○  배우자가 있는 4,282명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만족도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차이

를 살펴봄(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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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만족도 수준을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339명 7.92%: 불만족/매우 불만족), 

중간 (2,003명, 46.78%: 보통), 높은 집단(1,940명 45.31%: 만족/매우 만족)으로 

구분함.

   ○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수준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두통이나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낮고, 만성질환 이환율도 더 낮음.

      -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함.

   ○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 수준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나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 비율이 더 낮음.

      -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피로감 수준이 낮음.

<표 9> 결혼만족도 수준에 따른 건강 상태 차이

건강 차원

결혼만족도

낮음

(339)

결혼만족도 

중간

(2,003)

결혼만족도 

높음

(1,940)

chi/F 

신체 건강

두통(주 1회 이상 비율) 36(10.62) 138(6.89) 76(3.92) 31.14***

수면장애(주 1회 이상) 82(24.16) 238(11.88) 137(7.07) 94.48***

만성질환 여부(이환 비율) 141(41.59) 698(34.85) 589(30.36) 20.18***

주관적 건강* 2.99(c) 3.31(b) 3.62(a) 133.75***

정신 건강

우울증(이환 비율) 110(32.45) 271(13.58) 148(7.63) 168.98***

심각한 자살 고려 74(21.83) 167(8.34) 72(3.71) 145.67***

피로감* 3.46(a) 3.32(b) 3.15(c) 31.28***

(*: 주관적 건강: ‘매우 좋지 않음’에서 ‘매우 좋음’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함.

   피로감 : ‘전혀 피로하지 않다’에서 ‘매우 피로함’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감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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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사건(Family Life Events)

□ 가족생활사건

   ○ 지난 한 해 동안 베이비부머 및 그 가족들이 경험한 생활사건을 살펴봄(표 10 참

조).

      - 베이비부머 본인과 관련된 생활사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심각한 건강악화’

로, 전체 4,668명 중 393명(8.42%)이 이에 해당됨. 다음으로 거주지 이동(159

명), 취업 및 재취업(96명), 실직 및 사업실패(82명)의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 관련되어서도, 본인관련 생활사건과 유사하게 심각한 건강문제 빈도가 

가장 높고(전체 조사대상자의 5.46%인 255명), 다음으로는 취업 및 재취업, 직업

적 성취가 각각 107명, 74명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와 관련되어서는 ‘대학진학’이 가장 빈도가 높았음(전체 조사대상자의 8.48%

인 396명). 다음으로는 자녀의 취업(324명), 자녀의 결혼 및 재혼(123명), 손자녀 

출생(88명)의 순서였고, 자녀의 취업 실패(88명)도 베이비부머들이 겪은 중요한 

생활사건으로 나타났음. 베이비부머들이 가족생활주기 상 자녀의 독립기에 해당

한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임.

      - 부모관련 생활사건으로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거의 10%정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경험하였으며, 배우자 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들도 6.7%로 상당히 높음. 또한 부모의 사망이나 배우자 부모의 사

망을 경험한 사람들도 각각 119명, 9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부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세대에게 발생한 사건들 중 그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모두 심각한 건강문제로서,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동시에 건강문제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세대의 요구에 

대처해야 함을 의미함. 노부모와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건강관

련 생활사건의 경험빈도 및 심각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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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들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건강문제를 완화시키고 

이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베이비부머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베이비부머와 그들의 가족들이 부정적인 사건들만을 경험한 것은 아니며, 특히 자

녀와 관련하여 대학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 긍정적인 사건들도 많이 경험하였음. 

이러한 자녀관련 사건들은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 성인기로의 전이를 착실하게 이

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12. 나가는 글

□ 베이비부머 가족생활에 있어 연령, 교육, 소득 등 하위집단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 있음  

을 관찰할 수 있었음. 베이비부머 이슈를 다루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이들을 하나

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이들 코호트 구성원들의 다양성, 이질성에 기초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줌.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관찰되는 이질성이 삶의 영역에서 불평

등성으로 연계, 구체화되는지에 주목할 필요성과 특히 가족불안정성 등 관련  risk 집단

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관찰되었음 

□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가족생활주기 상으로는 자녀양육기에서 빈둥우리기로, 생애단계

상에서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점에 있으며, 따라서 가족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서 사회정책적 지원 욕구가 증가할 것을 예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노부모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면서 동시에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 지워, 

손자녀 양육 등 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서, ‘끼인 세대’로서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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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강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견 가능하였음. 

□ 소자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베이비부머 자신들은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

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노년기에 대하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 뿐 아니

라  가족부양 및 돌봄을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서구의 경우처럼 돌봄기능을 가족, 국가와 기업이 분담하는 3자 체계화하는 정책과 

관련 서비스 구축이 요구됨. 

□ 이상에서 살펴본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 전반의 모습은 한국의 베이비부머라는 코호트

적 특성, 중년기라는 생애단계상의 특성, 자녀 양육기 혹은 독립기와 같은 가족생활주

기 단계상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임. 따라서 베이비

부머 가족의 ‘현주소’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부머 고유의 

특성’, 즉 이들이 거대한 규모의 특정 코호트에 속했다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차별화되

는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음. 다른 코호트와의 비교 및 종단적 자료 수집이 

병행될 때,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가능할 것임. 2012년 2차 자료수집과 함께 

격년으로 종단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숙제로 남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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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베이비부머와 가족이 경험한 생활사건

영역 사건 빈도(%)

본인관련

 

  

  

심각한 건강문제 393(8.42)

거주지 이동 159(3.41)

취업(재취업) 96(2.06)

실직 및 사업 실패 82(1.76)

직업적 성취 69(1.48)

은퇴 26(0.56)

이혼 및 별거 17(0.36)

결혼 6(0.13)

배우자 관련 

  

  

심각한 건강문제 255(5.46)

취업(재취업) 107(2.29)

직업적 성취 74(1.59)

실직 및 사업실패 62(1.33)

은퇴 19(0.41)

사망 9(0.19)

자녀 관련 

  

 

대학 진학 396(8.48)

취업 324(6.94)

결혼 및 재혼 123(2.63)

취업 실패 88(1.89)

손자녀 출생 88(1.89)

대학 진학 실패 65(1.39)

심각한 건강문제 62(1.33)

실직 및 사업실패 17(0.36)

사망 11(0.24)

결혼해체(이혼, 사별, 별거) 5(0.11)

노부모 관련 

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 456(9.77)

배우자 부모의 심각한 건강문제 311(6.66)

부모의 사망 119(2.55)

배우자 부모의 사망 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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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특성

발제2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문제제기

□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낀세대(caught generation)(Orthner, 1981) 혹은 샌드위치세대(sandwich 

generation)(Miller, 1981)로 불리우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 여기서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생애주기를 함께하는 연령집단(코호트)중에 동일

한 체험과 의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대차이는 생물학적 연령의 많고 적음

과 관련된 연령효과뿐 아니라 언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느냐의 시기효과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그러나, 개인의 발달과정과 세대구분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어(박길성 

외, 2005)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 2010년 현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만 47-55세이다. 이들의 부모세

대를 베이비붐세대보다 20년 정도 위라고 가정하면 1935-1943년생(2010년 현재, 만 

67-75세)이며, 18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65세가 될 수 있어 65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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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세대를 베이붐세대의 부모세대라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X세대(1964-1976년

생)는 베이비붐세대 다음에 태어난 세대로 만 34-46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세대이다(김

우성, 허은정, 2007: 허은정, 김우성, 2003; 장윤정, 2001). 

□ 해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그 부모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부양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rody, Johnsen, & Fulcomer, 1984; Easterlin, Schaeffer, & 

Macunovich, 1993; Giordano, 1988; Ingersoll-Dayton, Meal, & Hammer, 2001; 

Miller, 198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의 가족특성을 연구한 경우는 

김혜영(2005)과 한경혜 외(2011)의 연구가 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타연령층의 가족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타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세대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세대 

가족을 위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X세대가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이었을 때의 가족상황을 살펴보고, 2010년 현재 이들 

세대들의 가족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헌고찰: 다른 세대와 비교한 베이비붐세대 가족의 특성

□ 결혼시기와 가족구성, 자녀수

   ○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세대의 경우 결혼연령이 23.3세 였으나 베이비붐세

대는 25.7세로 높아졌다. 평균 자녀수는 60세 이상 노인세대가 4.0명인데 반해 베

이비붐 세대는 2.0명이었다(박시내·심규호,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출산기

간은 부모 세대보다 1/3정도 축소된 수준이다(한경혜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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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경우 부모세대(1930년대에서 1950년에 태어난 집단)의 결혼평균 연령은 

여성의 경우 20.5세, 남성의 경우는 21.1세였으며, 출산율은 비교적 높아 한 부부 

당 3.2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Glick, 1979; Giordano, 1988, 재인용). 

이에 반해, 베이비붐 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있어 다른 패턴을 보였다. 이전 세대에 

비해 결혼 시기가 늦어졌는데(Bouvier & De Vita, 1991), Troll et al.(1979)에 

의하면 결혼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옮겨갔다(Giordano, 1988, 재

인용). 이 세대의 평균 자녀수는 2명이었다(Giordano, 1988). 1970년대 한부모가

족의 비율은 11.9%였지만, 1982년에는 22.0%로 크게 증가하였다(Wattenberg, 

1986). Easterlin et al.(1993) 역시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부모보다 아이가 없는 

비율이 높아지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당 성인자녀 수가 상당히 적어짐

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크기는 그 이전 세대보다 작아졌다고 하였다

(Bouvier & De Vita, 1991, 재인용). 

   

□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 정경희(2011)는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 노인 

세대에 비해 베이비부머의 결혼생활은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 베이비부머의 결혼생활은 적은 자녀수로 자녀양육기가 짧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

지면서 부부만이 생활하는 시간이 이전세대에 비해 무려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경혜 외, 2011). 

   ○ 베이비붐 세대의 약 45%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며, 부부의 3/4은 비교적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한경혜 외, 2011). 그러나, 정경희 외(2010)는 베이

비붐 세대의 부부갈등의 발생빈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처기술은 부족하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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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부부갈등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갈등으로, 은퇴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가 서로 엮여 있다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남녀 간 사고 및 태도에도 격차

가 있어 노년기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연희 외, 

2010). 

   ○ 미국의 경우 1990년에 현 베이비붐 세대(25-44세)와 1960년에 25-44세였던 노인세

대의 결혼유형을 비교한 결과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uvier & De 

Vita, 1991, p.16). 즉 베이비부머들의 결혼비율이 낮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

모가정의 수도 증가하였다. 재혼율이 높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한부모가정인 

이들도 많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약 2/3는 결혼을 했으며 1/8은 이혼을 했고, 1/5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 혼인여부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독신이거나 결혼생활이 깨진 비율이 30-40%가까이 되는 데 반해 

그들 부모세대는 20~25%로 나타났다(Easterlin et al., 1993). 독신을 유지하는 것

이 그들 부모 세대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결혼을 했더라도 결혼생활과 

가정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Keister & Deeb-Sossa, 2001; Bouvier & De Vita, 

1991). 부모세대(1946년 이전)는 '결혼은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고 이혼이란 생각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긴 마지막 세대이다(Brokaw, 1998; Lancaster & 

Stillman, 2010, 재인용). 그렇다고 이들의 결혼 형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혼이 늦어졌을 뿐 그들의 선배들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부모-자녀 관계

   ○ 부모-자녀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자녀관계에

서의 교환은 상호성으로 표현이 되지만, 도움의 유형 역시 변화하는 욕구와 자원에 

대응해 나이에 따라 변화한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릴 때 더 많은 도움을 

주지만, 부모의 지원은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며, 노인부모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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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오히려 자녀에게서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 아이가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가 

떠나고 나는 빈둥지기에는 부모의 책임감으로 부터의 해방과 자유의 증가로 복지

감이 향상된다(Logan & Spitze, 1996; Ross, Mirowsky, & Goldstein, 1990; 

White, & Edwards, 1990). 

   ○ 성인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삶의 후반기의 행복과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Logan 

& Spitze, 1996). 함께 살지 않는 자녀 역시 부모의 복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접촉, 도움, 각기 삶에서의 문제 

등 어떤 것이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68%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외, 2011).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수가 적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투자 및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이 베이비부머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은 흔히 성인이 된 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베이비붐 자녀세대인 에코부머 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와는 뚜렷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ancaster & Stillman(2010)는 "2009년 대학 졸업생 가운데 80%는 

졸업 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 이 수치는 2006년 67%, 2007년 

73%, 2008년 7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CollegeGrad.com, 2008). 부모의 조

언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집 장만을 위해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며,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통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와 다른 에코부머 세대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던 시기에 성장한 베이비붐세대는 자녀세대에게 일방적인 

명령보다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했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고 가르쳤다. 반면, X세대는 그들의 부모 상당수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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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없었다. X세대는 자신이 부모가 되면 아이들

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직접 관여하였다. 그 

결과, Randall(2008)은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베이비붐세대를 '헬

리콥터 부모'로, 아이들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는 X세대를 '블랙호크1) 부모'라 명명

하였다(Jayson, 2007; Lancaster & Stillman, 2010 재인용). 

   ○ 베이비붐 세대들은 위·아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자녀세대에 

대해서는 결혼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자식

에게 덜 의지하였다(정호성 외, 2010; Nevidjon, 2004).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으로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46.5%가 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다(정경희, 2011).

   ○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을 살펴보면, 이 세대는 부부보다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임에 따라 월 생활비의 14.5%(대학생 자녀 기준)에서 17.5%(고등학생 자녀 

기준)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부담은 특히 자녀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방하남 외, 2010). 

□ 노부모와의 관계

   ○ 중년기와 노년기에 부모에 대한 부양은 결혼관계에 있어 잠재적인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며(Gilford, 1986), 이를 “이차적 스트레서(secondary stressor)"라고 하는

데(Pearlin et al., 1990; Semple, 1992), 부양으로 인해 부부간 함께 보내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세대와 노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뿐 아니라,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베이비붐세대의 자녀가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성장기까지 확장된 조부모-손자녀 간의 관계를 포함하게 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약 2/3은 생존해있는 부모가 있으며(정경회 외, 

1) 미 육군의 공격용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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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부분은 부모 세대와 함께 살지 않고 거주거리도 가깝지 않았다(한경혜 

외, 201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모 부양기간이 장기화되는 오늘날의 중년 세대

는 노인 세대의 기대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노부모의 만성적 질병 

등의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 시간적·재정적으로 힘든 보살핌 등을 수행하면서 

정서적 갈등이 증가된다(Brody et al., 1984; 김명자, 1991; 이은아, 2007 재인용).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교류는 부모 동거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이고 규범

적인 가치관보다는 생활에 기초한 현실적인 경제적 조건을 우선시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동거 부모에 대해서는 연소득 대비 14.6%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하남 외, 2010). 

   ○ 베이비붐 세대의 2/3가 부모에게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고(정경희 외, 2010), 

1/5은 집안일과 같은 도구적 도움을 제공한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부모로부

터 경제적으로나 도구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많은 비율은 아니

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6.1%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으

며, 3.7%는 도구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외, 2011). 이는 베이비붐 

세대와 노부모간의 세대 간 지원이 일방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손자녀 돌보기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약 3/4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주4회 이상 제공한다는 응답도 1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 중 현재 손자녀가 있는 비율이 낮지만, 손자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들에게 있어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중요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경희 외, 2010). 

   ○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하여 베이비붐세대 자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부모는 여성이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저임금

에 건강이 나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Sauer, & Seel-bach, 1983; 

Seelbach, 1977, 1978, 1981, 1984; Seelbach & Sauer, 1977; Marci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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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eszner, 1989에서 재인용). 부모 부양에 있어 세대가 낮아질수록 아들과 딸 모두

가 부모에게 케어(care)를 제공함에 있어 더 평등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나이 많은 세대의 여성이 노부모를 위한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가장 나이 어린 세대에게서는 

선호도가 낮았다(Brody, Johnsen, Fulcomer, & Lang, 1983; Brody, Johnsen, 

& Fulcomer, 1984; Marcini, & Blieszner, 1989 재인용). 

   ○ 한편, 베이비붐 세대와 그 부모 세대 간 지원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ngersoll-Dayton et al.(2001)은 베이비붐세대의 부모세대들이 베이비붐세대들에

게 식사비 결제, 자녀에게 용돈지급 등 경제적 도움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서적인 

지원은 베이비붐세대들에게 부모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동료애나 우

정을 느끼도록 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들의 자녀, 즉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아주거나, 청소나 빨래, 요리와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가족내 역할과 만족도

   ○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관은 세대에 따라 평등한 성역할을 지지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며, 베이비붐세대는 더 나이든 세대에 비해서는 지지정도가 높고, 더 젊은 세대

에 비해서는 높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평등한 남녀의 성역할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영, 2005).

   ○ 부부관계에서 결혼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높아진다. 가족생활주기중 빈둥지기와 은퇴기에 주로 만족감이 향상되는 U자 형태를 

보여준다(Levenson, Carstensen, & Gottman, 1993; Ross, Mirowsky, & 

Goldstein, 1990; White, & Edwards, 1990). 이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해방되고, 

여러 역할의 요구에서 나타나는 갈등에서 역할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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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붐세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이렇게 

자녀에게 하는 교육적 투자가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경혜 외, 2011).  

3. 연구방법

□ 기존 문헌 분석: 가족현황비교위해 1970년, 1990년, 2010년 통계청 발표 자료

   ○ 2차 데이터 분석: 가족특성비교위해 사회조사(2010, 2008), 국민노후보장패널

(2009) 

<표 1> 세대 구분

구분 출생연도 2010년 현재 연령(만 나이)

X세 ⁺ 1964년 ~ 1976년 34세 ~ 46세

베이비붐세 1955년 ~ 1963년 47세 ~ 55세

비노인세 1946년 ~ 1954년 56세 ~ 64세

노인세 1945년 이 65세 이상

<표 2>  2010년 사회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4,848(49.1) 3,307(49.8) 2,000(48.4) 2,481(41.2)

여 5,018(50.9) 3,332(50.2) 2,133(51.6) 3,544(58.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113(1.1) 811(12.2) 1,385(33.5) 3,989(66.2)

중졸 378(3.8) 1,273(19.2) 1,007(24.4) 845(14.0)

고졸 4,608(46.7) 2,885(43.5) 1,179(28.5) 760(12.6)

대학 이상 4,767(48.3) 1,670(25.2) 562(13.6) 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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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내용

   ○ 결혼관련 태도: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견해/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 부모-자녀관계: 정서적 교류/경제적 교류

   ○ 부양관련 특성 및 태도: 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자, 자녀와 동거의향(국민노후보장

패널, 2009),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사람, 부양견해

   ○ 가족 내 역할 현황 및 태도: 맞벌이, 가사분담 견해와 실태, 자녀교육견해 

   ○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자기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가족생활전반

4. 연구결과

1) 가족현황 비교: 1970, 1990, 2010년 통계청 발표자료 비교

□ 결혼패턴

   ○ 결혼건수 및 초혼연령 

      - 조혼인율: '70년 9.2건 → ‘90년 9.3건 → '10년 6.5건

      - 평균 초혼연령: ('70년) 남 26.7세, 여 22.6세 → ('90년) 남 27.8세, 여 24.8세 

→ (‘10년) 남 31.8세, 여 28.9세  

   ○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결혼비율 거의 변화없지만, 초혼연령 1-2세 늦어

졌다.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조혼인율 낮아지고, 초혼연령 4세 정도로 많이 

늦어지고 있다.

   ○ 오히려 결혼패턴의 변화는 X세대에서 나타나, 결혼비율도 낮아지고 시기도 약 30

세로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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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패턴

   ○ 합계출산율: '70년 4.53명 → ‘90년 1.57명 → '10년 1.12명으로 감소

   ○ 자녀수에서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약 3배 작아졌다.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0.45명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감소로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규모

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첫째아 출산연령: '70년 22.95세 → ‘90년 27.68세 → '10년 30.09세로 증가

   ○ 35세에서 40까지 자녀를 출산한다고 가정하면, 첫째아 출산연령부터 이 나이가 

도달할 때 까지 기간은 부모세대가 12-17년, 베이비붐세대가 8-12년, X세대가 

5-10년이 걸린다. 베이비붐세대의 출산기간이 부모세대에 비해 약 2/3로 줄어들고,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2-3년이 줄어들었다. 

□ 결혼(부부)생활패턴

   ○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할 기간이 약 8-10년 길어

졌다. X세대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할 기간이 약 5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혼 및 재혼패턴

   ○ 이혼건수: '70년 → ‘90년 약 3배 증가, '90년 → ‘10년 약 2배 증가

   ○ 베이비붐세대의 이혼건수는 부모세대에 비해 3배 정도 많아졌지만, 반면 재혼율은 

부모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이혼건수가 2.5배 정도 많지만, 재혼율 역시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약 2배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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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의 관계

   ○ 초혼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게 될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부모

가 자녀를 더 오랫동안 돌보게 되었다. 

□ 노부모와의 관계(부양패턴)

   ○ 부모기대수명: '70년 61.93 → ‘90년 71.28 → '10년 80.55

   ○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부모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

이 더욱 길어졌다. 이는 부양기간도 길어짐을 의미한다. 

   ○ 부양비: '70년 5.7명 → ‘90년 7.4명 → '10년 15.6명으로 증가

   ○ 베이비붐세대는 결과적으로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에서는 형제자매가 약 4명으로 

부모부양시 형제자매간 부담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재혼 증가로 부담은 

부모세대에 비해 작아졌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들의 부양에 대해서는 자녀수가 적어 부양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X세대는 결과적으로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에서는 형제자매가 약 1.5명으로 부모부

양시 형제자매간 부담을 공유하기 어려우며, 자신들의 부양에 대해서는 자녀수가 

적어 부양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X세대는 첫 아이 출산이 

30세가 넘으며, 1명 정도의 자녀를 낳고, 기대수명은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약 2배 

높아 부양에 대한 국가부담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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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구조 및 가족구성의 변화

구분 1970년 1990년 2010년 

총인구 (명) 32,240,827 42,869,283 48,580,293

성비 (여자 백명당 남자수) 102.4 100.7 98.7 

연령별 

분포

0-14세  (명) 13,709,367(42.5%) 10,973,592 (25.6%) 7,906,908 (16.2%)

15-64세  (명) 17,540,152(54.4%) 29,700,607 (69.3%) 35,610,778 (72.9%)

65세 이상  (명) 991,308 (3.1%) 2,195,084 (5.1%) 5,356,853 (11.0%)

혼인

특성

혼인건수(건) 295,137 399,312 326,104

조혼인율(천명당 건) 9.2 9.3 6.5

초혼연령⁺

(세)

남자 26.7 27.8 31.8

여자 22.6 24.8 28.9

이혼건수(건) 11,615 45,694 116,858

조이혼율(천명당 건) 0.4 1.1 2.3

재혼건수

(건) 및 

구성비(%)⁺⁺

남자 13,200 (5.4%) 33,348 (8.4%) 53,043 (16.3%)

여자 7,100 (2.9%) 28,153 (7.1%) 57,451 (17.6%)

재혼연령

(세)⁺⁺⁺

남자 39.0 38.9 46.1

여자 33.7 34.0 41.6

합계출산율(명) 4.530 1.570 1.220

첫째아 출산연령(세)⁺⁺⁺⁺ 22.95 27.68 30.09

기대수명(세)⁺⁺⁺⁺⁺ 61.93 71,28 80.55

부

양

비

총부양비(백명당) 83.8 44.3 38.0

유소년부양비(백명당) 78.2 36.9 22.4

노년부양비(백명당) 5.7 7.4 15.6

노령화지수(백명당) 7.2 20.0 69.7

출처: 각 해당연도 인구동향조사(국가통계포털)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출생통계(통계청), 혼인·이혼 

통계(통계청),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외) 재정리

⁺ 1970년의 통계치는 1972년 수치임. 1970년의 통계치 없음(통계청, 2005)

⁺⁺ 1970년 통계치는 1972년 수치이며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임. 1970년의 통계치 없음.(통계청, 

2005). 구성비는 전체 혼인 건수 중 재혼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 1970년의 통계치는 1972년 수치임. 1970년의 통계치 없음(통계청, 2005)

⁺⁺⁺⁺ 1970년의 통계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보고된 1979년 이전의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임(김승권 외, 2003)

⁺⁺⁺⁺⁺ 출생시 기대여명. 2010년의 기대여명은 아직 인구동향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2009년의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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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에 대한 견해 비교: 2010년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

(1) 결혼관련 태도

□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

   ○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X세대로 갈수록 낮았으며, 이유가 있으면 이혼

해도 좋다는 견해 역시 X세대로 갈수록 높았다. 그러나, 재혼의 견해에 대해서는 

X세대와 노인세대를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고 재혼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 및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

구분

X세대a 베이비붐세대b 예비노인세대c 노인세대d

F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결혼⁺

(5점 만점)

3.66(0.77) 3.88(0.80) 4.11(0.80) 4.29(0.78)
911.185***

bcd acd acd abc

이혼⁺⁺

(4점 만점)

2.46(0.79) 2.29(0.83) 2.09(0.82) 1.80(0.80)
867.035***

bcd acd acd abc

재혼⁺⁺⁺

(5점 만점)

3.06(0.68) 3.04(0.75) 3.05(0.84) 3.01(0.90)
4.304**

d - - a

⁺ '하지 말아야한다 ~ 반드시 해야 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동의함) 

⁺⁺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의 4점 리커트 척도(점수

가 높을수록 이혼에 동의함)

⁺⁺⁺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 재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한다 ~ 반드시 해야 한다'의 5 

점 리커트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재혼에 동의함) 

□ 결혼(부부) 및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 X세대는 혼전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비붐세대

는 부모세대와 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세대간 작은 점수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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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구분

X세대a 베이비붐세대b 예비노인세대c 노인세대d

F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혼전 동거
2.27(0.88) 1.97(0.87) 1.92(0.85) 1.85(0.84)

376.526***
bcd acd abc abc

가족관계 우선
2.44(0.80) 2.51(0.81) 2.55(0.81) 2.61(0.82)

58.366***
abc ad ad abc

외국인과 결혼
2.69(0.81) 2.46(0.85) 2.46(0.84) 2.40(0.86)

184.837***
abc ad ad abc

혼외 출산
1.83(0.82) 1.66(0.79) 1.68(0.79) 1.67(0.77)

84.799***
abc a a a

⁺ '전적으로 반대 ~ 전적으로 동의'의 4점 리커트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

(2) 부모-자녀관계 

□ 정서적 교류

   ○ 전화통화나 만남 등을 통한 부모와의 교류는 모든 세대에서 만남보다는 전화통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인 부모와의 정서교류빈도는 X세대가 가장 

높고 베이비붐세대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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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모님과의 교류빈도⁺⁺

구분

X세대a 베이비붐세대b 예비노인세대c 노인세대d

F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전화통화
3.67(0.85) 3.50(0.90) 3.39(0.97) 3.20(1.11)

67.436***
bcd acd abd abc

만남
2.88(0.89) 2.76(0.88) 2.71(0.89) 2.65(0.86)

26.056***
bcd a a a

⁺ 부모님이 생존해있으나, 비동거하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12,502명임(X세대 

7,569명, 베이비붐세대 3,698명, 예비노인세대 1,041명, 노인세대 194명)

⁺⁺ ‘거의 하지 않음 ~ 거의 매일’의 5점 리커트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교류 빈도 높음)

(3) 노부모와의 관계 (부양관련 특성 및 태도)

□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 부모님 생활비를 주로 제공하는 경제적 교류를 살펴보면, 부모세대의 경우 주제공

자가 장남, 모든 자녀, 아들, 부모 스스로 해결 순으로 나타났지만,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모든 자녀, 부모 스스로 해결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X세대의 경우는 부모 스스로 해결, 모든 자녀 등으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와 순위

의 차이가 있었다. 

   ○ 결과적으로 베이비붐세대는 모든 자녀, 부모님 스스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제공하

여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세대는 부모님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거나 모든 자녀가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

붐세대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세대는 장남에 대한 의존과 모든 자녀가 분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베이비붐세대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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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모님 생활비의 주 제공자⁺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장남 또는 맏며느리 744(9.1) 627(15.4) 312(25.5) 80(31.7)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773(9.4) 626(15.4) 198(16.2) 52(20.6)

딸 또는 사위 214(2.6) 147(3.6) 38(3.1) 10(4.0)

모든 자녀

(아들과 딸)
2,065(25.2) 1,355(33.2) 408(33.3) 75(29.8)

부모님

스스로 해결
4,367(53.3) 1,302(31.9) 255(20.8) 30(11.9)

기타 23(0.3) 20(0.5) 14(1.1) 5(2.0)

⁺ 가구주와 그 배우자 중, 부모가 한 쪽이라도 생존해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총 13,740명이 응답함(X

세대 8,186명, 베이비붐세대 4,077명, 예비노인세대 1,255명, 노인세대 252명) 

□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 2008년 사회조사 문항에만 있었던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표 8>과 같다. 

모든 세대는 ‘부모는 자녀에게 대학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대학원 교육비나 결혼준비비용 등은 부모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세대나 X세대와는 달리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이나 대학원 교육비 등에 대해 부모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국민노후보장패널을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손자녀를 돌보는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는 노인세대에 비해 베이비붐세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베

이비붐세대의 연령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이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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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2008 분석결과)

구분

X세대a 베이비붐세대b 예비노인세대c 노인세대d

F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대학

교육비

1.39(0.51) 1.31(0.48) 1.34(0.50) 1.36(0.52)
40.470***

bcd acd ab ab

대학원

교육비

1.98(0.59) 1.92(0.61) 1.97(0.61) 1.97(0.65)
16.910***

bd acd b ab

미취업 

성인자녀

용돈

2.18(0.64) 2.09(0.63) 2.11(0.62) 2.13(0.63)

34.400***
bcd ad a ab

결혼

준비비용

2.05(0.43) 2.00(0.45) 1.96(0.47) 1.93(0.51)
115.905***

bcd acd ab ab

⁺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1), 부모가 일부지원(2), 부모가 지원하지 않음(3)’의 3점 리커트 척도

<표 9> 손자녀 돌봄 유무 (국민노후보장패널, 2009 분석결과)

구분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유 30(12.8) 174(12.9) 179(5.7)

무 205(87.2) 1,176(87.1) 2,966(94.3)

□ 부모와 동거 여부 및 동거자

   ○ 부모와 동거 비율은 노인세대가 가장 높았으며, X세대가 가장 작았다. 베이비붐세

대 역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0%가 조금 못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모든 세대에서 장남 또는 맏며느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그 외 아들 또는 며느리로 나타나 부양 역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모세대만 따로 사는 비율이 X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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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및 동거자⁺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동거

여부

동거 617(7.5) 379(9.3) 184(15.0) 58(23.0)

비동거 7,569(92.5) 3,698(90.7) 1,041(85.0) 194(77.0)

부모님의

동거자

장남 또는 맏며느리 1,175(14.4) 873(21.4) 370(30.2) 89(35.3)

그 외의 아들

또는 며느리
833(10.2) 554(13.6) 180(14.7) 53(21.0)

딸 또는 사위 426(5.2) 221(5.4) 70(5.7) 17(6.7)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5,671(69.3) 2,331(57.2) 545(44.5) 69(27.4)

기타 친척 33(0.4) 19(0.5) 7(0.6) 2(0.8)

기타 48(0.6) 79(1.9) 53(4.3) 22(8.7)

⁺ 가구주와 그 배우자 중, 부모가 한 쪽이라도 생존해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총 13,740명이 응답함(X

세대 8,186명, 베이비붐세대 4,077명, 예비노인세대 1,255명, 노인세대 252명) 

□ 노후에 자녀와 동거의향2)

   ○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경우는 베이비붐세대로 올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 동거를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세대에 관계없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능력과 건강상의 이유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노인세대와 달리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 동거를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세대에 관계없이 ‘각자의 생활방식을 지키고 싶어

서’에 50%이상이 응답하였다. 

2) 2010년 사회조사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2009년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설문문항을 보충적으로 사용하

였음. 패널의 표집 특성 상, X세대는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베이비부머세대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6,986명임(베이비붐세대 804명, 예비노인세대 2,050명, 노인세대 4,1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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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지 여부

구분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동거 원함 82(10.8) 197(12.2) 107(17.6)

동거 원하지 않음 676(89.2) 1,423(87.8) 501(82.4)

    

<표 11> 동거를 원하는 주된 이유

구분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12.2) 40(20.3) 29(27.1)

노환 및 건강상 

이유로 활동 불편
8(9.8) 29(14.7) 23(21.5)

자녀와 함께 지내면

외로움이 덜해서
51(62.2) 100(50.8) 45(42.1)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
9(11.0) 16(8.1) 3(2.8)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4(4.9) 12(6.1) 7(6.5)

□ 부양견해

   ○ 부모님에 대한 노후부양에 대한 견해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스스로 해결’이 약 

11%로 부모세대 약19%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부모세대에 비해 다소 줄었고, X세대에서 또 다시 줄어든다. 가족부양의 

경우 장남이 아닌 모든 자녀가 부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는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세대에 비해 16%나 많아졌고, X세대와는 비슷한 비율이었다.  

   ○ 결과적으로 스스로와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모든 세대에서 동일

하였으나 정부와 사회가 가족과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세

대에 비해 12%나 높았으나 X세대에 비해서는 약 5%정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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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부모님의 노후 경제적 부양 견해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생각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스스로 해결 1,043(10.6) 763(11.5) 746(18.0) 1,139(18.9)

가족 3,350(34.0) 2,466(37.1) 1,524(36.9) 2,417(40.1)

장남 또는

맏며느리
335(10.0) 32.3(13.1) 278(18.2) 704(29.1)

아들 또는

며느리
251(7.5) 199(8.1) 122(8.0) 202(8.4)

딸 또는 사위 52(1.6) 29(1.2) 17(1.1) 20(0.8)

모든 자녀

(아들과 딸)
2,205(65.8) 1,576(63.9) 890(58.4) 1,157(47.9)

자식 중

능력있는 자
507(15.1) 339(13.7) 217(14.2) 334(13.8)

가족과 정부·사회 5,135(52.0) 3,161(47.6) 1,656(40.1) 2,118(35.2)

정부·사회 336(3.4) 249(3.8) 204(4.9) 345(5.7)

기타 2(0.0) 0(0.0) 3(0.1) 6(0.1)

(4) 가족 내 역할에 대한 태도

□ 맞벌이

   ○ 가족 내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베이비붐세

대는 노인세대에 비해 약 2배 많게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견해는 X세대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맞벌이 여부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맞벌이 3,880(45.3) 2,849(49.4) 1,179(34.6) 1,151(28.8)

비맞벌이 4,691(54.7) 2,923(50.6) 2,231(65.4) 2,8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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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분담

   ○ 가족내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견해에 비해 실제 실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

임진다’는 견해는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노인세대가 2배 가량 높았으며, X세대보다

는 베이비붐세대가 다소 높았다. 

   ○ 그러나, 실태는 거의 모든 세대에서 부인들의 책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는 견해는 베이비붐세대는 노인세대에 비해 약 7% 

정도 높았으며, 실제 실태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 

<표 14>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단위:%)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견해 실태 견해 실태 견해 실태 견해 실태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4.9 32.9 7.4 35.4 8.8 34.0 15.7 39.6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64.1 56.6 62.3 52.7 61.8 52.7 55.2 45.8

공평하게 분담 29.5 9.0 27.4 9.4 26.7 10.2 27.4 10.2

남편이 주로 하고

부인도 분담
1.3 1.3 2.5 2.2 2.3 2.5 1.3 2.6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0.3 0.3 0.4 0.3 0.4 0.6 0.4 1.8

⁺ 견해는 응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남편과 부인만을 대상

으로 하여 총 20,654명이 응답하였음

□ 자녀교육

   ○ 학생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했으므로 결과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노인

세대에서 박사수준의 교육수준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자녀가 박사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비붐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는 

자녀에 대해 4년제 대학교육수준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수준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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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에게 대학교육 이상을 기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로 나타났으며, 노인세대는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보상받고자’가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15>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고등학교 이하 61(0.9) 49(1.3) 4(0.9) 0(0.0)

대학

(4년제 미만)
413(6.1) 220(5.9) 26(5.8) 8(12.9)

대학교

(4년제 이상)
4,554(67.7) 2,546(67.9) 281(62.2) 30(48.4)

대학원

(석사)
587(8.7) 370(9.9) 62(13.7) 5(8.1)

대학원

(박사)
1,112(16.5) 567(15.1) 79(17.5) 19(30.6)

⁺ 학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10,993명임

 

<표 16> 자녀에게 대학 이상의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

구분
X세대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폭넓고 깊이 있는 인격과 

교양을 쌓도록
2,187(32.8) 1,139(30.8) 136(30.4) 15(24.2)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하여
2,945(44.2) 1,792(48.4) 216(48.2) 30(48.4)

자녀의 취미나

소질을 살리고자
628(9.4) 268(7.2) 26(5.8) 5(8.1)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하므로
797(12.0) 416(11.2) 48(10.7) 7(11.3)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보상 받고자
74(1.1) 66(1.8) 13(2.9) 3(4.8)

기타 35(0.5) 22(0.6) 9(2.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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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관계 만족도

□ 배우자와의 관계

   ○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X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세대는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역시 X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베이비붐

세대, 부모세대로 나타났다.   

   ○ 모든 세대에서 자기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배우자부모와의 관계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모와의 관계는 베이비붐세대보다 X세대의 만족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부모와의 관계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부모세대보다 

높고, X세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세대에서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가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베이비붐세대보다 X세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베이비붐세대의 경

우 부모세대보다 낮고, X세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베이비붐세대와 부모세대가 비슷하고, X세대가 베이

비붐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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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가족관계 만족도(5점 만점)⁺

구분

X세대a 베이비붐세대b 예비노인세대c 노인세대d

F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배우자

와의 관계

3.88(0.97) 3.76(0.97) 3.74(0.94) 3.76(0.91)
28.777***

bcd a a a

자녀와의 관계
4.15(0.82) 3.95(0.86) 3.88(0.88) 3.82(0.91)

195.943***
bcd acd abd abc

자기 부모와의 

관계

3.81(0.89) 3.70(0.89) 3.66(0.86) 3.65(0.91)
23.167***

bcd a a a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3.59(0.95) 3.50(0.93) 3.51(0.90) 3.33(0.92)
16.448***

bd ad ad abd

형제·자매와

의 관계

3.63(0.89) 3.51(0.88) 3.49(0.86) 3.53(0.85)
42.219***

bcd a a a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의 관계

3.45(0.93) 3.39(0.90) 3.40(0.87) 3.41(0.84)
6.570***

bcd ad ad abc

전반적인 

가족관계

3.68(0.83) 3.59(0.81) 3.58(0.80) 3.58(0.82)
29.677***

bcd a a a

⁺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음

5. 결론 및 논의

1) 타 세대와 비교한 베이비붐세대의 가족특성 및 논의

□ 결혼 및 출산패턴

   ○ 베이비붐세대의 결혼패턴, 즉 결혼율이나 결혼연령은 부모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X세대에서 결혼율이 낮아지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변화가 나타

났다. 베이비붐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 즉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모세대에 비해 낮으며, 이는 X세대에서도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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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붐세대의 결혼율이 낮아졌고 베이비붐세대의 결혼연령이 30세를 넘는 등 

결혼패턴이 달라졌다는 Bouvier & Devita (1991)의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 베이비

붐세대의 결혼패턴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또한 결혼 시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X세대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미국의 베이비

붐세대와 우리나라의 X세대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 베이비붐세대의 출산패턴은 부모세대에 비해 출산기간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첫

아이 출산연령이 늦어졌고, 자녀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X세대에도 계속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평균 자녀출산율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2명(Giordano, 1988)보다도 적은 1.5명으로 저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결혼(부부)생활 패턴

   ○ 베이비붐세대의 부부는 함께 생활해야 할 기간이 부모세대에 비해 크게 늘어 나 

선행연구결과와 같았다(한경혜, 2011). 

   ○ X세대는 혼전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비붐세대

는 부모세대와 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세

대간 점수차이는 약간 있었지만, 모든 세대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가치의 유사성을 언급한 연구결과(김혜영, 2005; 김경신, 

1998)와는 유사하였다. 

   ○ 결과적으로 베이비붐세대는 부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부부간 만족도

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편이므로 길어진 부부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후 부부만의 생활에서 적응하고, 앞으로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중년기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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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혼패턴

   ○ 베이비붐세대의 이혼율은 부모세대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재혼역시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X세대에서도 동일하였다. 

   ○ 이혼에 대한 견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모세대에 비해 베이붐세대는 ‘이유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X세대가 더 강하였다. 

   ○ 이를 통해 부모세대가 ‘이혼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여긴 마지막세대라는 선행

연구(Brokaw, 1998)가 우리나라에서도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재혼에 대한 견해 역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러한 생각은 

베이비부머와 부모세대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세대와 X세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자녀관계 특성 (자녀부양)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모든 세대에서 기본적으로 대학교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미취업성인자녀에게

도 용돈을 주어야 한다거나 대학원 교육비까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은 결혼할 때까지, 학업마칠 때까지, 

직장생길 때까지, 만20세 까지의 순으로 응답한 정경희 외(2010)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것이다.

   ○ 손자녀돌봄에 대한 지원도 베이비붐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헬리콥터 부모’와 

유사하였다(Randall, 2008).  

   ○ 자녀세대의 초혼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게 될 기간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부모세대보다 다소 늘어났고, X세대는 더 늘어났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더 오랫동안 돌보게 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낮은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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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직업의 감소, 재정적 압박, 부모와 함께 삶의 편리성 등으로 부모의 집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다는 호주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Vassallo, Smart, & 

Price-Robertson, 2009). 

   ○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와 동거의향은 낮아 부모세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세대를 위한 심리적인 외로움, 경제적 

능력, 건강상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노부모와 관계특성 (부모부양)

   ○ 베이비붐세대와 부모세대의 정서적 교류는 부모세대에 비해 낮아지지 않았고, X세

대역시 낮지 않아 세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교류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쌍방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경혜 외(2011)와 Ingersoll-Dayton 

et al.(2001)의 베이비붐 세대와 그 부모 세대 간의 양방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모든 자녀, 부모세대는 

장남부부, X세대는 부모님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하여 세대간 차이가 있었다.  

   ○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부모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

이 부모세대보다 더욱 길어졌으며, X세대는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 이는 부양기간

도 길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노인이 되어 혼자 살아야 할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며, 고립감을 느끼고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비율은 X세대로 올수록 낮고, 장남부부와 동거율은 

X세대로 올수록 낮아져 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베이비붐세대는 노인세대에 비해 적었으며, 동거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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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유는 세대와 관계없이 외로움 때문이 가장 컸다. 따라서 노후에 외로움을 

막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 지속적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부양부담이 커진 세대는 실제로 베이비붐세대라기 보다는 X세대이다. 이들의 부양

부담은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2배 크고, 부양을 공유할 형제자매수도 적어 이들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더욱 요구될 전망이다. 

□ 노부모, 자녀 부양, 자신에 대한 부양 비교

   ○ 부모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자녀가 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은 하지만, 자신들

은 자녀에게도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X세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을 생각

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양만 생각한다. 또한 자기자신도 자녀에게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 역시 샌드위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가족내 역할 

   ○ 가족 내에서 맞벌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가 노인세대

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사분담은 생각에 비해 실행정도가 낮았다. 

여전히 베이비붐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는 자녀에 대해 4년제 대학교육수준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수준까지 기대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가족내 역할은 베이비붐세대 부부가 함께 일하더라도 가사분담은 부인

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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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 단순한 세대비교는 세대특유의 특성인지 생애주기의 발달단계로 인한 연령특성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의 발달과정과 세대구분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어

(박길성 외, 2005)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세대간 차이를 밝혀내기 위한 다

양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시계열적 분석은 이용가능한 데이터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지 

못한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역사적 경험시 고려하지 않고 연령효과만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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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가족특성

토론문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1. 총 평

▫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 및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관심을 집중한 노력임을 높이 평가함

▫ 한경혜 선생님의 논문은 베이비부머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정순둘 선생님의 논문은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음

▫ 가족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충실히 다루려고 하고 있음

▫ 연구자들께서 스스로 밝히신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연구에서 연령과 시기효과를 분해

해 내서 코호트적인 특성을 파악해내기란 쉽지 않음

▫ 다만 베이비부머는 누구이며, 이들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도 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해독하기에 따라서는 베이비부머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중장년층, 즉 특정 생애주기

에 도달한 특정 연령층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지는 바가 많음. 물론 이 둘은 서로 

겹칠 수 밖에 없으나 베이비부머의 특성으로 읽어낼 것인가, 중장년층의 특성으로 

읽을 낼 것인가는 다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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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경혜 선생님 논문

▫ 베이비부머를 타겟으로 한 일차적 사회조사를 수행하신 점이 높이 평가되고 앞으로 

많은 연구성과물을 기대함. 다만 도시지역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석이 

제약적일 수 있음.

▫ 베이비부머의 가족특성을 파악하려는 의도라면 다른 코호트와의 비교가 더욱 적절하

리라 생각됨. 만약 베이비부머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에 주목한다면, 연구제목 또한 그

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베이비부머 내 연령, 교육, 소득수준별 차이가 부분적으로 제시됨. 방대한 내용을 선별

적으로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부머는 기본적으로 출생코호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논문 중간에 결혼코

호트 등과 용어는 혼돈을 가져옴(제6쪽 제1문장). <그림 7>처럼 부모세대 라고 표현하

는 것이 덜 혼돈스러움

▫ 샌드위치 혹은 끼인 세대에 대한 한국적 해석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함

▫ 부모로서의 효능감 해석은 절대적인 수치(예. 중간값보다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보임)보다는 상대적 비교가 더 적절할 것임. 예컨대, 교육수준이 높은 

층과 낮은 층 비교

▫ 세대간 지원교환에서는 각 세대의 need 와 resource를 꼭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비정기적 지원(경제적, 도구적, 간병지원)은 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많음.

▫ 제27쪽 결혼과 건강 관계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연구자의 뜻과 

관계없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음. 상관관계 정도로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지난 한 해 동안의 가족생활사건을 통해 제시하고 싶은 바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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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순둘 선생님 논문

▫ 베이비부머의 가족특성을 다른 연령층(보다 엄격히 말해 다른 출생코호트)와 비교해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경혜 선생님의 논문과 상호보완

적으로 활용 가능함.

▫ 이차적인 자료(사회조사)와 문헌에 의존하다보니, 한경혜 선생님의 논문에 비해 다소 

포괄성과 체계성이 약화됨. 이는 어쩔 수 없는 자료상의 한계로 생각됨.

▫ 문헌 고찰에서 미국 사례와의 대조가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보임. 비교의 근거와 

결과에 대한 함의가 좀 더 보완되기를 기대함.

▫ X 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은 특정 출생코호트가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용어. 이에 비해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등은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용어. 두 

용어가 일관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세대 구분을 해 주기 바람.

4. 추후 연구위한 제언

▫ 베이비부머의 개념을 좀 더 풍부하게 살리기를 권함. 단순한 출생코호트 외에 이들이 

살아가면서 동일 코호트로서 경험하는 혹은 경험할 사회, 경제, 가족적 환경을 포괄하

도록 정의

▫ 이상의 개념적 정의위에 조작적 정의를 더 해 볼 것(이 과정에서는 결국 출생코호트로 

귀착될 것). 대체적으로 55년-63년 출생코호트라고 하지만 딱히 사회적, 학문적 합의

점을 찾기는 힘듦.

▫ 베이비부머의 특성은 다른 출생코호트와 비교함으로써 도출 가능함. 특정 코호트의 

이념형(?)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연령 혹은 출생연도를 연속으

로 두고 이를 나누기보다는 55년-63년생/ 35년-43년생(부모세대에 해당)/75년-83년생

(자녀세대) 등의 세 집단으로 두고 접근해도 좋을 듯 함.

▫ APC(Age-Period-Cohort)의 효과를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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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시기효과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코호트 효과로 보기도 함. 그리고 여기에는 

APC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따름. (가로축은 연령

효과/세로축은 시기효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함.

      출생

연령
.... 1950s 1960s 1970s ....

...

10대

20대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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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가족변화와 정책과제 토론문

토론문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 베이비붐 세대라는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자로서, 한경혜 선생님과 정순둘 

선생님의 글을 읽음으로써 새로이 정리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토론자가 수행할 앞으로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분의 연구

에 접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과 제언하고 싶은 부분만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 한경혜 선생님의 논문은 베이비부머가 지닌 특성과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개인적․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 인구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샌드위치 세대의 정의와 관련하여, 서구와 달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성인기까지도 지속되고 자신의 부모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 필요성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규정한 틀(11-12쪽)은 베이비붐

관련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샌드위치 세대가 전체의 22.8%에 머물고 있다는 표면

적 수치에서 나아가, 자녀의 대학진학 및 결혼 등으로 인한 대규모 지출과 초고령화

될 노부모의 의존화 등 이중 부양부담 담지자의 증폭과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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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기혼자녀에 대한 손자녀 지원비율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하여 양육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화 가능성을 관찰한 점 역시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측이 원만하게 현실화되려면,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이고 

독립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가 함께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결혼만족도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

다. 그런데 만족도는 기대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이 동일하다고 

해도 만족도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엇

을 기대하고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보완되면,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자녀교육을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긴다는 응답을 ‘보답을 전제로 한 투자’

로 해석하셨다(20쪽).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나친 확대해석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 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란 자녀의 성취를 통한 가족 전체의 계층상승 

혹은 자녀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통해 자녀로 인한 미래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

하는 정도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보답’이라고 정의한다고 보신 것인

지 궁금하다.  

  ◦ 베이비부머 내부의 이질성, 즉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간의 차이에 

주목하셨다. 그런데 모든 소주제에 이러한 틀을 축으로 유지하시면 더 일관적이고 

풍부한 관찰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부간 상호작용(갈등 및 갈등대

처방식) 및 부모자녀 관계(자녀와의 관계 및 자신들의 부모와의 관계)등에 있어서도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베이비부머 내부의 이질성으로 표현된 차이가 후기 베이비부머와 전기 X세대, 그리

고 전기 X세대와 후기 X세대 간 차이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연속적 변화과정의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부가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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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둘 선생님의 논문에서 언급됨). 

▫ 정순둘 선생님의 논문은 30세 전후를 제외한 성인층을 4범주 -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

로 그들의 부모세대, 그 사이 세대인 예비노인세대, 그리고 아랫세대인 X세대 - 로 

구분하였다. 이는 20대와 30대, 40대 등 10년 주기로 구분하는 등의 기계적 범주화가 

지니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각 세대의 가족적 특성 차이를 설명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 출산율 감소, 평균수명 연장, 이혼율 및 재혼율 증가, 부모와의 동거비율 감소, 그리

고 성역할 태도의 변화 등은 한국사회가 일방향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예측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결혼연령 증가 및 결혼비율 감소 등과 혼전동거/혼외

출산에 대한 허용성은 베이비붐세대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가 X세대에 이르러서야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는 부분 등은 주목하여 논의할 만한 부분이다. 혼전동거 및 

혼외 출산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와 결혼연령의 증가 및 결혼비율 감소는 상호연관되

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거시 사회경제적 상황이 성과 혼인에 있어서 해당 

세대의 독특성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이 설명되어야, 

다가올 미래의 세대경험을 예측하는 이론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 이전 세대뿐 아니라 

X세대보다도 - 높게 나타난 결과(표 13) 역시 주목하여 논의할 만한 부분들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공유하는 생애경험의 어떤 부분이 이전이나 이후 세대와 차별화되

게 맞벌이를 선호하게 되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IMF 경제

위기 당시 실직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느꼈고 2008년 경제위기 

역시 가족확대기에서 겪어낸 세대가 베이비부머였기 때문일 것이라든지 등의 추론

이 가능할 것이다. 

  ◦ 35-40까지를 자녀출산기간으로 가정하여, 출산기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8쪽). 본 토론자 역시, 총자녀수 감소 등의 이유로 출산기간이 감소하고 있음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왜 자녀출산기간을 굳이 35-40세로 가정하셨는지를 납득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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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여전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 사이의 출산이 많고 또한 40 이후의 늦둥이 

출산 역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가정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의 재혼 증가로 부담은 부모세대에 비해 작아졌다”는 기술(9

쪽)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재혼이 증가한 것은 베이비부머와 X세대이지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는 아닌데, 기술상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의문시되는 것은, 재혼이 증가한 것과 부양부담이 감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

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께서 ‘부양부담’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분석과 관련한 설명(11쪽, 표 5)에서, “비교적 보수적”

이라고 해석하신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을 준거로 한 비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자료의 중간치를 준거로 비교

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중간치는 2.5로 보고 해석하셨어야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해석

하신 것 같지 않다. 해석상의 오류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에 관한 견해에 관하여,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한

다(1)와 일부 지원한다(2) 그리고 부모가 지원하지 않는다(3)를 간격변수로 간주하

여 3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분산분석하셨다(13-14쪽, 표 8). 명목변수로 간주하고 

Chi-검증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 30대 중반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수준을 측정하신 것은, 과연 무엇을 관찰하고자 하신 것인지 의문

스럽다. 연령대가 높은 세대에서 계층이나 교육기대수준 면의 표본편향이 심각해서, 

해당 연령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관찰할 수 없고 아울러 여타 연령대와의 비교자

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타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라는 제목에 좀 더 부합하고 연구

의 초점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여타 세대보다는 베이비붐 세대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그 특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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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가족변화와 정책과제 토론문

토론문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베이비부머는 현재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약 720만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은 2011년 기준 한국나이로 49세부터 57세에 이르는 연령집단임. 이들이 본격적

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세대의 특징과 이들 세대의 은퇴 후 있을 경제적, 

사회적, 복지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조세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악화문제, 제조업 숙련노동력의 부족문제, 

개인의 노후준비 부족 등 사회문제, 은퇴한 가장과 가족문제 등임.

□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은 베이비부머 상황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징, 

베이비부머와 다른 세대의 차이로서 가족의식, 건강관리, 교육, 노동, 여가, 자산 등 

조명, 베이비부머가 왜 문제인가 등). 베이비부머 은퇴와 고령화의 파급효과 (거시경제

적측면, 경제적 취약자 측면, 국가재정적 측면, 산업화 측면 등),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준비취약성 (사적경제준비, 자산구조, 공적지지, 건강 등), 그리고 정책대응방향 등을 

모색해 오고 있음.

□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나 정책방향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고령화 대응 정책차

원에서 접근되어 가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나지 못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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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된 두 논문의 의미는 은퇴한 가장과 가족문제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됨.

   ○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정책적 고민과 함께 경주될 때 베이비부머들의 은퇴후 생활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정책적 고민

은 이들 가족의 특성과 가정생활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없이는 정책적 

개입지점과 실효성 있는 정책 구상이 되기 어려울 것임. 개인의 노후준비, 노동력, 

국가재정 등의 문제들이 결국은 견고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밀접하기 연결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에 더 많은 가족이슈들이 논의되면서 베이비붐세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미래에 대한 삶의 준비를 모색해 가는 

활동적 노화,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함께 가야할 것임. 

   ○ 평균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가족주기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부모자녀관계 중심의 가족 축을 부부중심 축으로 

이동하는 것, 돌봄체계의 안정성 등의 이슈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베이비붐세대 내 다양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들의 

다양성과 정책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매트릭스가 필요할 것임. 각 다양한 집단에서 

key 이슈들에 대한 중점적 분석은 기존의 관련 정책에서 부각시키고 통합하고 강조할 

것, 그리고 신규로 고려할 것 등을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임. 베이비붐세대의 가족특성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논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 노부

모에 대한 역할, 그리고 부부간의 역할 등 세대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한 준비문제에 있어서 대책마련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임.

   ○ 여성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적 주목이 요구됨. 김영란․주재선(2010, 베이비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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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동세대의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지만 이전세대에 비교하여 교

육수준이 높고 고등학교 교육이상의 교육기회를 향유할 수 있었던 집단임. 그러나 

고용특성에서 고학력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상용직 근로자의 비

율이 낮은 점 등은 이들 여성이 가족의 주생계부양자인 남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줌(김영란, 2010). 베이비붐세대 여성층 학력이 낮을수록, 사별이나 이혼인 경

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점은 생계부양자인 남성가장이 부재한 경우 여성이 

가장으로 생계부양을 하게 되는 현실임을 보여줌, 또 베이비붐세대의 국민연금가

입율이 50%하로 나타나 이들 중 다수가 노후를 남성가장이나 가족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별 등으로 인해 남성가장이 없어질 경우, 이들 여성의 노후 부양은 심각

한 문제에 직면할 것임.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고용특성을 고려한 노후부양 

문제에 대한 방안은 시급히 필요함.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방안은 주로 남성은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유지를 통한 노

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책대상으로 포괄되기가 어려운 집단이 됨. 

□ 베이비붐세대의 논의를 100세 시대 가족논의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100세 시대는 사회참

여와 가족생활을 둘러싼 생애주기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

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임. 베이비붐세대 가족, 100세 시대 가족 모두 가족에 대한 조명

은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함의를 주고 있는데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람들의 노령

에 대한 기대와 태도 그리고 노령을 준비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의 설계해야 하는 시대

라는 점에서 여성 및 가족분야에서 정책적 고민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장혜경․김은

지, 2011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69차 여성정책포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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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가족변화와 정책과제 토론문

토론문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표문을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 중 

지역성에 따른 다양성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활용하고 있는 자료인 "베이비 부머 패널연구"가 도시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본 토론문에서는 도시지역 뿐만아니라 농어촌지역까지 조사대상으로한 �중

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나타난 지역별 특성을 비교해봄으

로써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

▫ 베이비 부머의 17.7%가 읍면부 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 부머

의 전체 규모를 고려해보면 126만명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이는 노인의 65.7%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로 

우리사회의 급격한 도시화를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향후 이러한 일정 규모의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상존할 것이므로 이들의 

특성이 도시지역 거주자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가족관련 특성을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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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동부 읍‧면부 계 (명)

전체 100.0 100.0 100.0 (3,02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3.4 56.4 100.0 (1,633)

 1960~1963년생 46.6 43.6 100.0 (1,395)

성

 남자 46.4 51.5 100.0 (1,433)

 여자 53.6 48.5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7 19.0 100.0 ( 319)

 중학교 19.1 28.3 100.0 ( 627)

 고등학교 44.6 41.0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27.6 11.7 100.0 ( 750)

결혼상태

 유배우 86.0 84.0 100.0 (2,592)

 무배우 14.0 16.0 100.0 (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5.1 7.5 100.0 ( 166)

 부부가족 7.0 20.5 100.0 ( 285)

 부/모+미혼자녀 78.1 55.6 100.0 (2,243)

 확대가족 9.7 16.4 100.0 ( 329)

 기타가족 0.2 0.0 100.0 (   4)1)

현 취업상태 

  ◦ 학력이 72.6%인 반면, 읍면부의 경우 52.7%로 동부의 교육수준이 조금 더 높음.

  ◦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동부나 읍면부 모두 부/모+미혼자녀 가구인 경우가 많았으나, 

동부의 경우 78.1%, 읍면부의 경우 55.6%로 차이가 남.

      - 확대가족의 경우 동부는 9.7%인데 반해, 읍면부는 16.4%이며, 부부가족의 경우 

동부 7.0%, 읍면부 20.5%, 1인 가구의 경우 동부 5.1%, 읍면부 7.5%로 나타나, 

동부의 경우 대부분이 핵가족의 형태이며, 읍면부는 핵가족 외에도 부부가족, 

확대가족, 1인 가구 등 가구형태가 동부에 비해 다양하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제특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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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동부 읍‧면부 계 (명)

 취업중 74.3 83.6 100.0 (2,300)

 미취업 25.7 16.4 100.0 (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8.4 48.4 100.0 ( 968)

 300~500만 원 미만 34.8 34.3 100.0 (1,050)

 500만 원 이상 36.7 17.1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지역별로는 자녀수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비동거 자녀수가 농어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이들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할 연령층으로 도시지역 등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동일한 이유로 자녀동거율은 74.9%로 도시지역의 86.5%에 비하여 낮고, 기혼자녀

수도 0.4명으로 도시지역의 0.2명에 비하여 높은 편임.

  ◦ 동일한 맥락에서 손자녀가 있는 비율도 19.7%로 도시지역의 10.1%에 비하여 높음

<표 2>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특성

무

자녀율

(%)

총

자녀수

동거여부 결혼여부 자녀 

동거율

(%)

손자녀가 

있는 비율

(%)

동거

자녀수

비동거

자녀수

미혼

자녀수

기혼

자녀수

전체 5.1 1.9 1.4 0.5 1.7 0.2 82.7 11.8

지역

 동부 3.9 1.9 1.5 0.4 1.7 0.2 86.5 10.1

 읍‧면부 10.7 2.0 1.1 0.9 1.6 0.4 74.9 19.7

▫ 한편 별거 부모와의 접촉실태를 베이비 부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 그러나 도구적 교환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 도시지

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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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부모

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 간병이나 수발의 도움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음. 

〈표 3〉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부모와의 접촉 실태

주 2회 

이상
주 1회

주 1회

 미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본인의 부모 32.3 23.6 34.3  9.8 100.0 (1,656)1)

지역

 동부 32.7 23.8 33.9  9.5 100.0 (1,401)

 읍‧면부 30.3 22.6 36.1 11.1 100.0 ( 255)

배우자의 부모 20.6  17.6 38.4 23.3 100.0 (1,444)1)

지역

 동부 20.7  17.6 38.6 23.2 100.0 (1,227)

 읍‧면부 20.4  17.9 37.7 24.0 100.0 ( 216)

〈표 4〉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특성
집안일 도움1)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률제공률 수혜율

본인의 부모 72.4 26.7 34.2

지역

 동부 73.5 28.6 35.3

 읍‧면부 66.4 16.5 27.8

배우자의 부모 65.5 27.2 23.5

지역

 동부 66.3 28.6 24.7

 읍‧면부 60.6 19.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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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배우자)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 

특성

본인 부모1) 배우자 부모2)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전체 26.1 66.5  1.6   5.8  23.9 68.5 0.9  6.7 

지역

 동부 27.5 65.0  1.8   5.7  26.3 66.3 0.9  6.6 

 읍‧면부 18.6 74.3  0.7   6.4  10.8 81.1 0.8  7.4 

▫ 베이비 부머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 2/3가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

지임. 

  ◦ 이러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태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커 대체적으로 도시지

역이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의 경우 모두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음.

  ◦ 그러나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 행태에 있어서의 

지역별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의 경우 도시지역이 

본인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각각 27.5%와 26.3%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본인 부모의 경우는 18.6%와 10.8%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본인 부모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 도시지

역에 비하여 양계제로의 변화속도가 느린편임.

▫ 자녀세대와의 도구적 교환실태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 어촌에서 집안일 

도움을 주는 비율과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음.

  ◦ 그러나 동부의 경우 받는다는 응답보다는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에서는 동비율이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손자녀 돌보기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좀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대체적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제특성별 자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도시거주자보다는 농어촌거주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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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베이비 부머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특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전체 21.5 62.3 13.1  3.0 100.0 (2,873)

지역

 동부 21.3 61.6 14.0  3.1 100.0 (2,392)

 읍‧면부 23.0 65.9  8.7  2.4 100.0 ( 482)

▫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해보면, 역별로는 동부(50.4%)에 비해 읍‧면부

(57.5%)에서 자녀‧가족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까지가 41.5%로 가장 많았고, 학업

을 마칠 때까지 29.6%, 직장이 생길 때까지 23.9%,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 3.2%의 

순임.

  ◦ 즉,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

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음.

〈표 7〉베이비 부머의 지역특성별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특성 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

연금

사회보험
국가 계     (명)

전체 15.6 1.7 51.7 19.1 11.8 100.0 (3,027)

지역

 동부 15.3 1.8 50.4 20.2 12.3 100.0 (2,491)

 읍‧면부 16.9 1.7 57.5 14.3  9.5 100.0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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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베이비 부머의 지역특성별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시기에 대한 태도

특성

학업

마칠 

때까지

성년인

만20세

까지

직장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

까지

주거

마련

까지

기타 계    (명)

전체 29.6 3.2 23.9 41.5 1.1 0.8 0.1 100.0 (3,027)

지역

 동부 29.9 3.3 23.8 41.3 1.0 0.6 0.1 100.0 (2,491)

 읍‧면부 28.3 2.6 24.2 42.3 1.1 1.5 0.0 100.0 (  537)

▫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머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거주 베이

비 부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베이비 부머의 거주 지역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성에 따른 다양성에도 불구하

고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신의 노후준비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에 대한 매우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임.

      - 센드위치세대로서의 특징이 일부 구현되기도 하고 일부는 ‘가능성’으로 묻혀 있음.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구현되기 시작하면 매우 어려운 사항에 처할 수 있음.

      - 특히 ‘현재도 좋은 부모’ 이면서 ‘노인이 되어서도 좋은 부모’로 남기는 어려워 

보임. 현재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노년기에 자녀에게 부담이 안되는 좋은 부모

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반복하여 배우자의 중요성이 인정 및 강조되고 있음.

      - 베이비 부머들은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체계와 부계중심의 가족관계속에서 성장하

였지만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양성평등사회와 양계제로의 변화등을 경험하게 되

어 가치관과 행동에 있어 복합성을 갖게 된 세대임.

      -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체화시킨 베이비 부머는 많지 않아 보임. 비근한 예로 

통게청의 생활시간 조사결과 남자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여자에 비하여 월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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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음. 또한 아직 가치관에 있어 가부장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양성평등성을 어떻게 강화해갈 것인

가에 대한 숙제를 지금부터 해결해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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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는 현재 약 712만명으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해온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처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인구고령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논

의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2일에「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을 발족하였고, 2011년 1월부터 매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포럼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여가, 노동, 은퇴, 가족, 소득,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정부, 학계, 관련 업계 및 언론계 전문가를 모시고,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현

황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베이비붐 세대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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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위원 명단❘

성명 소속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손명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송양민 가천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장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원권 우송대학교 부총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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