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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상

승한 1955년부터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대를 말하며 약 68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통계청, 2016)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한 인구집단을 말한다.[1] 흔히 이들 베이비부머는 “낀 세

대”라 지칭한다. 즉, 이들은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

로는 자녀를 양육·교육·결혼시키기 위해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후준비는 부족한 세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 사회발전에 희생해 온 세대로 간주되기도 한다.[2] 특

히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asserts)을 통한 미래준비와 설계는 이들의 삶의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산효과이론(Sherrden, 1991)에 의하면 자산은 개인

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만족감과 효능감

을 제공하여 심리학적으로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가정의 안정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자산

정도와 우울감과의 관계, 자산정도와 삶의만족 간의 관

계를 규명하여 이들의 노후준비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

  둘째,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만족 사이에 우울감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년 출생~1963출

생)를 대상으로 자산이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에 관계에서 우울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

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

자 한다.[4] 분석대상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최종 

2,499명이다.

  주요 분석변수는 독립변수로 순자산, 매개변수로 우울

감, 종속변수로 삶의만족을 분석할 것이다.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건강상태, 가구소득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

용할 것이다. 우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산이 우울감과 삶의만

족의 영향을 미치는데 다중공선성(VIF) 진단을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우울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

해 경로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소득과 자산변수는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

료의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않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변수는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을 

실시한 뒤에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

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빈도(%), 명 비고

성별

(명)

남성 여성
50.9%(1,271) 49.1%(1,228명)

연령대

(명)
평균 53.57세, 최소 50세부터 최대 58세

학력

(명)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이상

29.1%(727) 50.4%(1,260) 2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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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5차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KReIS)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1955년생부터 1963년생)의 자산(총자산-총부채=순자산)이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늘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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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를 정리하면 그림 1과 표 2와 같다. 순자

산(로그)은 우울감(B=-.538, p<.001)과 삶의만족(B=.578,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울

감 또한 삶의만족(B=-.330,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순자산(로그)이 증가할 때, 우울감은 감소하는 반면에 삶

의만족은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 그림 1.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표 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결과표

 p<.001

Ⅳ. 결과

  본 연구결과 자산효과이론(Sherrden, 1991)에서 주장

하는 자산이 갖는 효능감, 즉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만족 사이에 우울감의 부

분매개효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관리에 대한 생애주기별 금융

교육과 재무적 관리방안 등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

하다.

  둘째, 자산이 낮은 집단이 갖게 되는 우울감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인

생이모작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삶의 활력소를 찾고 

인생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역할부재로 인한 우울감을 감소시

키고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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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

(명)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86.8%(2,168) 13.2%(331)

건강상태

(명)

좋지않음 보통 좋음

13.0%(322) 20.5%(508) 66.5%(1,644)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편차 왜도 첨도

소득

(천원)
0.0

356,00
0.0

22,558.3 25526.3 3.1 25.3

소득

로그
2.3 12.8 9.7 1.3 -1.7 4.0

자산

(천원)
0.0

6,180,0
00.0

168,000.5 3.0 7.2 93.9

자산로그 4.61 15.6 11.2 1.8 -.8 .2

총부채

(천원)
0.0

950,00
0.0

19,086.5 63,034.7 6.8 66.4

총부채로

그
5.7 13.8 10.6 1.3 -.8 1.2

순자산

(천원)
0.0

6,060,0
00.0

148,913.8 2.0 7.7 108.7

순자산로

그
4.6 15.6 11.0 1.8 -.8 .2

우울감 0.0 53.0 7.1 7.4 1.8 4.5

삶의

만족
6.0 45.0 30.4 5.5 -.4 .2

Estimate
S.E. C.R. P비표

준화
표준
화

우울감 <-- 순자산 -.538 -.131 .090 -5.997 ***

삶의
만족

<-- 우울감 -.330 -.443 .013 -25.152 ***

삶의
만족

<-- 순자산 .578 .189 .059 9.8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