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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돌봄 관련 변수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명을 . 141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와 의 적률 Pearson

상관계수 위계적 중다회귀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 , 

신체 건강 만족도에는 조모의 교육 수준과 월 가계 총 

소득 돌보는 손자녀 수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 , 

여부가 영향 변수였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 , ,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록 돌보는 손자녀의 수가 , 

많을수록 성인 자녀와 돌봄 갈등이 없는 경우 조모의 , ,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여가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 

미치는 변수로는 조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포함되어 조모의 교육 수준이 , 

높을수록 자녀와의 돌봄 갈등이 없을 때 이들의 여가 , ,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 

함의를 논하였고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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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봉착한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에서는 이미 고령화 현상에 관하여 다각도로 대비하여 왔다. 

한 예로 생산적 노화 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 (productive aging)’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 간 논쟁 이래 (Baltes & Baltes, 1990), 

노인의 활동 참여와 결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 중 활동 이론은 상실된 활동을 대체할 다른 활동의 참여를 통

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야 노년기 삶의 만족을 고양할 수 있

다고 제안한다 환언하면 노인(Havighurst & Albrecht, 1953). , 

의 삶의 만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관이 많아 개인이 생산적, 

인 활동에 종사할 때 관계망의 창출과 유지가 쉽고 신체적 정신, 

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에 그리고 는 생산적 Herzog, Rodgers Woodworth(1989)

활동을 유급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

모든 활동 으로 정의하고 가사 손자녀 돌봄 자원봉사 가족이나 ’ , , , 

친구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였다. Glass, Seeman, Herzog, 

그리고 도 이와 유사하게 가사 정원 Kahn Beckerman(1995) , 

관리 손자녀 돌봄 유급 노동 자원봉사를 노인의 생산적 활동으, , , 

로 예시한 바 있다 와 또한 틈새 시장 종사. Morris Caro(1995) , 

손자녀 돌봄 가족 간병과 자원봉사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선행 , . 

학자들이 노년기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유형에 손자녀 돌봄

을 공통되게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돌봄 노

동도 생산적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혈연에 관해 유대가 강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정부, , 

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기관 중심의 공적 돌봄이 일반화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가정 내에서 사적 돌봄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

당하다 유희정 이솔 홍지수 영아 대상의 보육 시설이 ( , , , 2015). 

부족하거나 이것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 등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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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며 이 때 돌봄 제공의 한 구심점으로 조부모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장시간 . 

시장 노동으로 공보육의 접근성이 낮고 강한 가족주의, 

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돌봄 상품화의 선호가 낮아서

라는 김양지영 의 주장에서도 뒷받침된다 이와 (2015) . 

같이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에

서의 손자녀 양육 비중을 고려 시 이들을 돌보는 노인, 

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활동 이론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 

나 결과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다 와 . McIntosh

는 생산적 활동의 유형이 개인의 가치Danigelis(1995)

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들에게 기대되는 생산적 역할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적합한 것이라면 그 활동의 영향력은 긍정적이라

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 동기에 따라서도 결과의 양. 

상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손자녀 돌봄은 대개 성, 

인 자녀의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형성된 조손가족과 

동의어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대상에서 도출된 결과. 

들은 거의 유사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언급되

며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제시가 대부분

이었다 김오남 한혜자 류창희 이영세( , 2007; , , , 2001).

이처럼 편협했던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 맞벌이 성인 , 

자녀를 위해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도 예상보다 많아 일

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자녀 돌봄으로 관심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육 제공 주체의 다변화를 통. 

해 부족한 보육 기관의 보충과 신뢰할 만한 양육 담당

자의 접근 용이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 

강한 고령 인구와 성인 자녀의 맞벌이 증가 추이를 볼 

때 조부모가 생산적 활동의 한 범주로서 손자녀 돌봄, 

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순기능은 물론 역기능

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조손가족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육 상황으로 포괄하려 하며 관련 연구들의 결과는 , 

다양하다.

우선 긍정의 측면이 우세한 연구로 예를 들어, , , 

과 는 조모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할King Elder(1998)

수록 손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손자녀에 대, 

한 책임감은 조모의 유능감을 증가시키는 동력이라 주

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 에서. (Dolbin-MacNab, 2006)

도 이전의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 손자녀 돌봄 시 보다 

많은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조부모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며 자녀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양가적인 결과도 있어. 

(Shlomo, Taubman-Ben-Ari, Findler, Sivan, & 

자기 숙달감이 많을수록 정신 건강이 Dolizki, 2010), , 

양호하였지만 자기 숙달감이 적을수록 손자녀 돌봄에 , , 

많이 개입할수록 비용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된 연구도 있다(Hays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Minkler, 

즉 손자녀 돌봄에 많이 관Miller, & Driver, 2000). , 

여할수록 자식과의 관계 자신의 무능력 등으로 조모의 , 

사기는 낮거나 다수의 조모들은 양육 참여로 인해 사, 

회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친구들로부터 고립된다는 것

이다 이 외에 와 은 손자녀를 . Baker Silverstein(2008)

돌보지 않는 조부모나 장기간 돌본 조부모보다 돌봄 기

간이 년 이하인 경우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데 그 2 , , 

이유로는 돌봄 기간이 길수록 적응되었을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손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세 이상의 조모. 55

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Whitley, Kelley Lamis(2016)

의 연구에서 이들의 우울 삶의 질과 같은 정신 건강 ,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 때 사회적 지지와 연령이 매

개하였다.

국내의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일례로 김오남. , (2007)

은 건강과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의 악화 양육의 어, , 

려움 심리적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을 조부모의 , , 

부담으로 언급하였다 조모들의 경험을 질적 접근한 김. 

은정과 정순둘 은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떠맡음(2011) ‘ ’, 

돌봄 역할이 버거움 가족 안에서 내 처지가 억울하‘ ’, ‘

고 힘이 듦 힘듦을 혼자서 삭임 손주 돌봄이 나와 ’, ‘ ’, ‘

가족에게 도움이 됨을 깨달음 점점 뿌듯함을 느낌 의 ’, ‘ ’

주제를 도출하였다 전연우 김윤숙 그리고 조희숙. , 

의 연구에서 물질적 보상보다 손자녀를 보는 재(2012)

미만으로 만족하였지만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 심, 

리적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조모는 . 

양육에서 보람과 허탈감을 딸과는 친밀감과 서운함을, , 

사위와는 당당함과 거리감을 느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종속 변수로서 대

개 참여한 조부모의 양육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우울, , 

사기 삶의 질 등 주로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 

이러한 변수들이 정신 건강의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적

절할 수 있으나 심신일원론의 주장과 같이 정신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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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생애 발달상 성. 

장보다는 쇠퇴가 많은 노인에게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

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측면일 

수 있다 이는 노인의 건강 상태가 성공적이고 편안한 .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가장 근본적이며 성공적인 손자

녀 돌봄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Kelley, 

그리고 의 주장에서도 지지된Whitley Campos(2010)

다. 

이에 신체적 건강 변수를 독립 변수로 접근한 연구

도 보고되어 정우정 이명선 손자녀를 양육하는 ( , , 2014) 

조부모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

각된 건강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정서 상태보. 

다 건강 상태 지각이 노년기에는 더욱 우선됨을 강조하

는 결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처럼 신체적 건강의 중요. 

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요 변수로 특히 종, 

속 변수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손자녀 돌봄 여부. 

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와 우울 삶의 질, ,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을 비교한 최혜정 의 연구가 (2017)

보고되는 정도이다 이 외에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 최경덕 안태현( , , 

에서 살펴본 신체적 건강의 기준은 입원이나 외2016)

래 진료 횟수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되게 지적되는 부

정적인 측면은 사교 활동의 제한과 같은 사회적 고립감

이다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객관적 차원으로 건강 경. , 

제 수준 직업 교육 문화 안전 등 여러 영역들이 포, , , , 

함되는데(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과 수명 문화 향유의 , 

기회가 더욱 중시될 수 있다 이는 여가라는 개념으로 . 

구체화될 수 있어 정경자와 김형수 는 현재의 노, (2010)

인 세대는 경제 개발의 주역으로 여가를 경험하지 못 

하였고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자신, 

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음을 언급하였다 이 중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이 적은 이유

에 대해 손자녀와 가사를 담당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

지만 직접적으로 손자녀 돌봄을 다룬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 변수로 한 연구들은 상당 

수 축적되고 있으며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 

연구들이 많았으나 실제 이를 중심 변수로 실시된 연구

는 소수인 제한점을 반영하여 신체 건강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상정하고자 한다 또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로 개인 시간이 부족하여 사회

적 활동의 곤란 내지 고립감이 지적되므로 여가 활동 

만족도도 종속 변수로 포함할 것이다 한편 연구 대상 . 

면에서 최근 보조적인 역할자로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

는 조부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개 조부모 양육은 

조모 양육으로 통용되므로 손자녀를 돌(Kivett, 1985), 

보는 조모로 대상을 한정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독립 변수로서 세대 간 관

계의 질 사회적 지지 제공 등 심리사회적 측면을 다룬 ,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김은정 돌봄 상황과 관련( , 2015), 

된 변수를 포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손자. , 

녀의 성이나 연령 돌보는 인원 돌봄의 기간이나 시간, , , 

돌봄 대가 돌봄 상황에서의 자녀와 갈등 정도 등이 포, 

함될 수 있는데 가령 외 의 연구에서 , , Hayslip (1998)

손자 양육 시 손녀를 돌볼 때보다 역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주 의 연구에서는 손자녀의 . (2006)

연령에 따라 필요한 주의나 관심의 정도가 달라 어릴수

록 활동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 외에 돌봐야 하는 손자. 

녀 수가 많을수록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컸으나, 

(Taylor, Washington, Artinian, & Lichtenberg,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보고된다 정우정2007), ( , 

이명선, 2014).

돌봄 기간에 대해 과 는 장기Burton Devries(1992)

간 돌봄이 필요한 것에 부담감을 갖는다거나 반대로 , 

돌봄 기간이 년 이하인 경우 더 오래 돌본 조부모보2

다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Baker & 

도 있다 돌봄 시간은 시간이 길수Silverstein, 2008) . 

록 양육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정미라 최혜정( , , 

강수경 돌봄의 대가 여, 2015; Taylor et al., 2007), 

부는 금전적 보상이 많을수록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조(

윤주 돌봄 갈등 지각은 손자녀 양육 과정에서 , 2006). 

부모 자녀 간 발생하는 빈도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갈등( , , , 2015), 

이 있을 때 조부모의 삶의 질은 낮고 양육 부담이 높았

다.

이처럼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를 주요 독립 변수로 

살펴본 연구가 흔하지 않으며 결과도 일관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종속 변수인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

동 만족도를 연구한 선례가 드문 시점에서 본 연구는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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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

책적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 . 

같은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 여, 

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방법. Ⅱ

연구 대상과 절차1. 

연구의 대상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명으로 국141 , 

민연금공단 주관 하에 실시된 국민노후보장패널『

차 자료(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 

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해당 기관에 연구 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원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가, 

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 

연구에서 돌보는 손자녀에 대한 정의는 거주와 생계를 “

같이 하고 있는 손자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비동거 

손자녀를 포함하며 초등학교 학년 이하의 친손자녀 , 3

또는 외손자녀 이다” .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에 제시하1

였다 조모의 평균 연령은 세로 연령대 중 세 . 62.3 , ‘60

이상 세 이하 가 가장 많았고 세 이상64 (28.3%)’ ‘55∼ ∼

세 이하 는 그 다음이었다 배우자 유무에 대59 (24.9%)’ . 

해 배우자 있음 이 배우자 없음 이 였는‘ ’ 67.4%, ‘ ’ 32.6%

데 없을 경우 사별 이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초, ‘ ’ . ‘

등학교 졸업 이 중학교 졸업 이 고등’ 39.7%, ‘ ’ 27.7%, ‘

학교 졸업 이 를 차지하였다 월 가계 총 소득은 ’ 22.7% . 

만원 이상 만원 미만 과 만원 미‘200 ~400 (29.8%)’ ‘200

만 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많았고 만원 이(29.1%)’ ‘400

상 만원 미만 이 뒤이었다~600 (21.3%)’ . 

측정 내용2.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수1) 

분석 시 통제 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조모

의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월 가계 총 소득이 , , , 

포함되었다 연령은 세 로 측정한 것을 연속 변수화. ‘ ’∼

하여 이용하였으며 배우자 유무는 있는 경우 와 없는 , ‘ ’ ‘

경우 로 구분하며 있는 경우를 기준 변수로 하였다 교’ . 

육 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 ’, ‘ ’, ‘ ’, ‘

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 ‘ ’, ‘ ’, ‘

졸업 으로 조사되었는데 연속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 

월 가계 총 소득은 가구 전체의 근로 소득 금융 소득, , 

변 수 빈도(%)

연령
세 이상 세 이하50 ~54
세 이상 세 이하55 ~59
세 이상 세 이하60 ~64
세 이상 세 이하65 ~69
세 이상 세 이하70 ~74

세 이상 세 75 ~80

 
16(11.3)
35(24.9)
40(28.3)
27(19.2)
16(11.3)
 7( 5.0)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
이혼( )
사별( )

무응답( )

 
95(67.4)
46(32.6)
 3( 2.1)
42(29.8)
 1(  .7) 

교육 수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9( 6.4)
56(39.7)
39(27.7)
32(22.7)
 1(  .7)
 4( 2.8)

월 가계 총 소득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200 ~4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400 ~6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600 ~8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800 ~1000

만원 이상1000
무응답 

41(29.1)
42(29.8)
30(21.3)
11( 7.8)
 5( 3.5)
 7( 5.0)
 5( 3.5)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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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기타 소, , , 

득을 모두 합산하였으며 천원 으로 조사된 것을 연속 ‘ ’∼

변수로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2) 

손자녀의 인구학적 변수로는 돌보는 손자녀의 성 연, 

령 인원 수가 포함되었다 손자녀의 성은 남녀로 구분, . 

된 성 변수 중 남아를 기준 집단으로 하였다 손자녀 . 

연령은 세 내지 개월 로 조사된 것을 모두 개‘ ’ ‘ ’ ‘∼ ∼ ∼

월 로 변환하고 연속 변수로 분석하였다 인원 수는 개’ . 

방형 질문으로 명 수 를 기재하였다 또한 돌봄이 이‘ ’ . ∼

루어지는 상황과 연관된 변수는 돌보기 시작한 기간,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돌봄 대가로서 월 평균 금액 성, , 

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이다 돌봄 시작 시기는 손. 

자녀의 연령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기재하였고 손자, 

녀 돌봄 시간은 일주일당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

정된 연속 변수이다 그리고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 

가 있는가의 여부와 있을 경우 월 평균 금액을 조사하

여 연속 범주로 취급하였다 또한 손자녀 돌봄으로 인. 

한 성인 자녀와의 갈등 여부를 있음 과 없음 으로 파‘ ’ ‘ ’

악하였으며 있음 이 기준 변수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 ’ . 

다면 갈등 발생 빈도를 일주일에 번 일주일에 ‘ 5 7 ’, ‘∼

번 일주일에 번 한달에 번 중 선택3 4 ’, ‘ 1 2 ’, ‘ 1 2 ’ ∼ ∼ ∼

하게 하였다.

신체 건강 만족도3) 

신체 건강 만족도는 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5 ‘

한다 점 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 점 중 선택하게 (1 )’ ‘ (5 )’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여가 활동 만족도4) 

여가 만족도 역시 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한5 ‘

다 점 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 점 중 선택하게 하(1 )’ ‘ (5 )’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 방법3. 

이상과 같이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프SPSS 25.0 

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SPSS Inc, Chicago, IL., USA) , 

술 통계와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Pearson . 

리고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손자녀 돌봄 관련 변, 

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해석. Ⅲ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1. , 

여가 활동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

의 신체 건강 만족도 여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 

아보기 전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 약술한 기

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이 돌보는 . 

손자녀의 성별은 손자가 손녀가 로 남초 58.2%, 41.8%

현상을 보였다 이들의 연령은 세 세 세. ‘3 5 (27.0%)’, ‘8∼

세 세 세 의 순으로 학령전기10 (26.2%)’, ‘6 7 (19.2%)’∼ ∼

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제일 많았다 돌보는 손자녀 수. 

는 명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명‘1 (71.6%)’ ‘2

이었으며 심지어 명 인 경우는 소수였지만 (25.6%)’ , ‘3 ’

를 차지하였다 손자녀를 돌본 기간은 년 이하2.8% . ‘1 ’

가 로 반수 이상이었으며 년 은 년58.9% ‘3 ’ 14.9%, ‘2 ’

은 였다11.4% .

조모가 주당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평균 시간37.6

인데 시간 이상 시간 이하 가 가장 많았‘21 30 (19.2%)’∼

고 시간 이하 시간 이상 시간 이하‘10 (18.4%)’, ‘11 20∼

시간 이상 시간 이하 시(14.9%)’, ‘31 40 (12.8%)’, ‘41∼

간 이상 시간 이하 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50 (10.6%)’ . ∼

자녀 돌봄 시 성인 자녀로부터 금전적인 대가의 수령 

여부는 없음 이 있음 이 로 조사되었고‘ ’ 44.0%, ‘ ’ 56.0% , 

대가가 있을 경우 금액은 월 평균 약 만 천원이었, 45 7

다 세부적으로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이 . ‘50 70 (40.3%)’∼

제일 많았으며 만원 이상 만원 미만‘30 50 (21.0%)’, ∼

만원 미만 은 그 다음이었다 손자녀를 돌보‘30 (17.7%)’ . 

면서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는 없음 이 ‘ (89.4%)’

대다수였으며 갈등이 있을 때 발생 빈도는 한달에 , ‘ 1

번 이 반수 이상으로 빈번하지는 않았다2 (60.1%)’ .∼

다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상관관계는 의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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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와 같2

다 먼저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손자녀 돌봄 관련 . , 

변수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의 경우 조모 연령은 , 

r = -.19* 배우자 유무는 , r 조모 교육 수준은 = -.11, 

r = .29*** 월 가계 총 소득은 , r = .23** 손자녀의 성, 

과 연령은 각 r = .03, r = -.16* 돌봄 인원은 , r = 

.11+ 돌봄 시작 시기는 , r 주당 돌봄 시간은 = -.07, r 

돌봄 대가 여부는 = -.04, r 그리고 성인 자녀= -.08, 

와의 돌봄 갈등 여부는 r = .26**이었다 한편 조모의 . 

인구사회학적 변수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 

여가 활동 만족도에서 조모의 연령은 r 배우자 = -.07, 

유무는 r 조모 교육 수준은 = .03, r = .28*** 월 가계 , 

총 소득은 r = .15* 손자녀 성은 , r 손자녀 연= .01, 

령은 r 돌봄 인원은 = -.10, r 돌봄 시작 시기= .03, 

는 r 주당 돌봄 시간은 = -.05, r 돌봄 대가 = -.06, 

여부는 r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는 = -.07, r 

= .24**였다.

2.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 문제로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

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돌봄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산출한 상호 상관계수는 최저 

r = -.16*부터 최고 r = .29***까지로 모두 r 이= .60 

하였다 계수는 로 에 근접하였. Durbin-Watson 1.99 2

고 VIF는 전부 점대로 미만이었다 결과는 표 과 1 10 . 3

같다.

먼저 단계에서 통제 변수로 투입된 조모의 인구사1

회학적 변수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그리고 , , , 

월 가계 총 소득이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손자녀의 인. 2

구학적 변수로 손자녀의 성 연령 돌보는 손자녀의 총 , , 

인원 수를 단계에서는 돌봄 관련 변수로서 돌봄 시작 , 3

시기 주당 돌봄 시간 월 평균 돌봄 대가 성인 자녀와, , , 

의 돌봄 갈등 여부가 투입되었다 단계에서 손자녀를 . 1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의 설명력은 였다13% (F = 4.86* 이 중에서 교육 ). 

수준(β = .23, p 과 월 가계 총 소득< .05) (β = .18, 

p 이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 .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 ,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록 조모의 신체 , , 

건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β β

조모 연령 -.07 -.02 -.08

배우자 유무 -.06 -.08 -.08

조모 교육 수준  .23*  .21*  .22*

월 가계 총 소득  .18*  .18*  .15+

손자녀 성 -.02 -.04

손자녀 연령 -.14 -.16

돌봄 총 인원  .18+  .21*

돌봄 시작 시기  .05

주당 돌봄 시간  .02

월 평균 돌봄 대가 -.07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  .26***

R²
R² change

F

 .13

4.86*

 .16
 .03
3.43**

 .23
 .07
3.35***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3.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 = 138)

변 수
조모
연령 

배우자 
유무

조모 
교육
수준

월 가계 
총 소득

손자녀 
성

손자녀
연령

돌봄
인원

돌봄시작
시기

주당 
돌봄 
시간

돌봄
대가 
여부

자녀
돌봄갈등

여부

신체 건강
만족도 

-.19* -.11  .29*** .23**   .03 -.16*  .11+ -.07 -.04 -.08 .26**

여가 활동
만족도 

-.07  .03  .28*** .15*   .01 -.10  .03 -.05 -.06 -.07 .24**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2. 
손자녀 돌봄 변수와 신체 건강 만족도 및 여가 활동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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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손자녀의 인구학적 변수가 추가됨으로2

써 의 변량이 늘어나 를 설명하였는데3% 16% (F = 

3.43** 교육 수준), (β = .21, p 과 월 가계 총 < .05)

소득(β = .18, p 은 여전히 유의한 설명 변수였< .05)

고 돌봄 총 인원(β = .18, p 도 영향을 끼쳤다< .10) . 

즉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 , 

높을수록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모의 신체 , ,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끝으로 단계에서 돌봄 관련 변. 3

수가 추가되어 의 설명력이 늘어났고 총 를 설7% 23%

명하였다(F = 3.35*** 이 중 교육 수준). (β = .22, p < 

월 가계 총 소득.05), (β = .15, p 돌봄 총 인< .10), 

원(β = .21, p 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 .05)

부(β = .26, p 가 설명 변수였다 환언하면 조< .001) . , 

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 

록 돌보는 손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성인 자녀와 돌, , 

봄 갈등이 없는 경우 이들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 

다.

3.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 문제로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

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돌봄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켜 위

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표 . 4

에 제시하였으며 회귀 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고, 

자 산출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최저 r = -.10***

부터 최고 r = .28***까지로 모두 r 이하였다= .60 . 

계수는 으로 에 근접하였으며 Durbin-Watson 1.80 2

VIF는 전부 점대여서 미만이었다1 10 .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투입 변수는 전술한 신체 

건강 만족도의 분석 과정과 동일하였다 회귀 분석 결. 

과 단계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 1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였다9% (F = 

3.35* 이 중 교육 수준). (β = .27, p 이 이들의 < .01)

여가 활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조모의 여가 . , , 

활동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계에서는 손자녀. 2

의 인구학적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의 변량이 늘어나 1%

총 를 설명하였는데10% (F = 1.97+ 교육 수준), (β = 

.27, p 은 여전히 유의한 변수였으며 손자녀의 < .01)

인구학적 변수 중 새롭게 추가된 설명 변수는 없었다. 

즉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여가 활동 , ,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 단계에서 돌봄 관련 변수가 추. 3

가되어 의 설명력이 늘어났고 총 를 설명하였다6% 16%

(F = 2.11* 교육 수준). (β = .27, p 은 최종적인 < .01)

설명 변수였고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β = .25, 

p 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환언하면 조모의 교육 < .01) . ,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이 없는 경, 

우 이들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논의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대상과 분석 변수 면에서 다소 편중되었

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극빈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돌봄 관련 변수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신체 건강 . ,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β β

조모 연령  .03  .04  .05

배우자 유무  .05  .04  .05

조모 교육 수준  .27**  .27**  .27**

월 가계 총 소득  .11  .11  .08

손자녀 성 -.03 -.04

손자녀 연령 -.05 -.07

돌봄 총 인원  .06 -.09

돌봄 시작 시기  .02

주당 돌봄 시간  .00

월 평균 돌봄 대가 -.03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  .25**

R²
R² change

F

 .09

3.35*

 .10
 .01
1.97+

 .16
 .06
2.11*

+p < .10, *p < .05, **p < .01 

표 4.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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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는 조모의 교육 수준과 월 가계 총 소득 돌보, 

는 손자녀 수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영향 , 

변수였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 , , 

이 높을수록 돌보는 손자녀가 많을수록 성인 자녀와 , , 

돌봄 갈등이 없는 경우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 

았다 여가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조. 

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포

함되어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와 돌, , 

봄 갈등이 없을 때 이들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은 ,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

등 여부가 조모의 신체 건강 및 여가 활동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였는데 본 연구의 관심 변수를 , 

주로 다룬 선행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 

대한 적응이 원활하여 삶의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정 이명선 이는 고학력자가 ( , , 2014).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잘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인데 박기남 대개 지( , 2004), 

적 수준이 높은 경우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병식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

돌봄 상황에서도 조모의 교육 수준은 손자녀 육아 

방법에 대한 자신감 또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관련될 

수 있다 반면 이들의 학력이 낮을수록 조모의 스트레. , 

스 우울감에 부정적이라는 연구도 보고된다 최해경, ( , 

이 외에 변수가 2002; Baker & Silverstein, 2008). 

다소 다르긴 하나 조부모가 질병이 있을 경우 양육 부, 

담이 높으며 조부모의 유희 역량과 재정 상태가 좋을, 

수록 양육 부담이 낮았다는 결과에서처럼 최혜지, ( , 

고학력의 조건이 신체 건강이나 여가 활동 만2009),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생

각된다.

또한 손자녀 돌봄 시 성인 자녀와 갈등이 없을 때 

신체 건강과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았는데 손자녀를 , 

돌보는 조모가 비양육 조모에 비해 자녀와 갈등 정도가 

높았던 결과 최혜정 그리고 양육 갈등이 있을 ( , 2017), 

때 조모의 삶의 질은 낮고 양육 부담이 높았던 연구 이(

윤진 외 정미라 외 와 같이 상호작용이 , 2015; , 2015)

잦은 관계에서는 유쾌한 감정 외에 불쾌한 감정도 동반

하여 경험하게 마련이다 만약 극심한 갈등이 있는 상. 

황이라면 당사자 간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신체 건강의 문제로 발현될 수 있다 이른바 정신신체 . 

장애 의 증상이 보고될 여지(psychosomatic disorder)

도 있으므로 성인 자녀와 갈등이 없을 시 신체 건강 만

족도가 높은 결과는 설득력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 활동 만족도 역시 성인 자녀와 관계가 원만할 

때 비례하여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물론 자녀와의 관. 

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외부에서 여가 활동을 통해 보

완할 수도 있으나 어떠한 동기에서든 현재 손자녀 돌봄

에 동참하고 있는 조모라면 자녀를 비롯한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기 쉽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의 설명과 같(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이 개인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 정서는 많이 부정적 , 

정서는 적게 느끼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에게 친밀하고 편안한 사람들과 . , 

자주 시간을 보내려 하며 불쾌한 모임은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자녀와 . 

관계가 원만하므로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전

이될 수도 있다 마치 가족 일 갈등 이 아닌 가족 일 . ‘ - ’ ‘ -

향상 과 비슷한 맥락이다’ .

한편 월 가계 총 소득과 돌보는 손자녀 수도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노년기, 

의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력 약화이다 이에 . 

경제적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

선미 김경신 월 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행복감, , 2002), 

은 높고 우울은 낮다는 연구도 보고된다 오인근 오영( , 

삼 김명일 또한 조부모의 경제적 궁핍은 자녀, , 2009). 

에게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이들과 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있다(Solomon & Marx,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평상 시 2000).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있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진료의 기회도 빈번하며 자녀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을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교육 수준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양상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돌보는 손자녀가 많을수록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

육 스트레스도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Taylor et al., 

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 조모의 신체적 2007) . 

어려움이 예전보다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인의 건

강 상태가 기본적으로 양호하여 돌봄 활동에 대해 신체

적 부담을 덜 느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손자녀를 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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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는 활동이므

로 손자녀와 식사나 적절한 움직임 등을 공유하는 규칙

적인 생활을 통해 본인의 건강도 증진되는 기회가 되었

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영아기의 손자녀를 돌볼 때. 

에는 노동량이 많아 신체적 질환도 많았으나 성장한 후 

요구량이 경감된 것으로 지각하였다는 조윤주 의 (2016)

연구에서처럼 연령대에 따른 돌봄 양의 변화나 돌봄 , 

경험이 축적 숙달되어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 

가되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을 주로 살펴본 것이기는 하나 장기, 

간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보다 돌봄 기간이 년 이하인 2

경우 우울을 더 많이 느꼈다는 연구 결과, (Baker & 

에서 돌봄 기간이 길수록 적응되었Silverstein, 2008) , 

을 가능성으로 설명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본 연구 . 

대상이 돌보는 손자녀의 연령으로 세 세 와 ‘3 5 (27.0%)’∼

세 세 가 반수 이상이었는데 이들은 어린‘8 10 (26.2%)’∼

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이므로 돌보는 인원

과 이들이 투입하는 신체적 에너지의 양은 비례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정우정과 이명선 은 조부. (2014)

모가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본인,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돌봄 활동

을 중단하여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손. 

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가 각 3.08(SD = .82), 3.08(SD 로 중간  = .71)

점수가 점인 것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이었다 관련된 3 . 

만족도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통적인 영향 변수

였던 조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

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의 연령상 제도적인 학교 . 

교육에 참여하여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손자녀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수강 기회의 부여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의 연구에서도 이전의 자녀 양Dolbin-MacNab(2006)

육 경험이 손자녀 돌봄에도 많은 지혜와 경험으로 활용

되어 조모의 자신감과 즐거움을 배가시킨다고 언급되었

다 서울시 일부 자치 구나 지역 내 유관 센터에서 유. 

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신의 육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부모 학교 등의 운영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대개 이러한 프로그램은 손자녀 돌봄을 시작하기 전

에 수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양육 중간에 조부모들

이 별도의 학습 시간을 할애하기는 여의치 않을 뿐 아

니라 교육 정보는 손자녀 발달 수준에 따라 수시로 변

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야의 장점을 활용하여 온. IT 

라인 기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근 지역에

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자조 집단을 조직화하

여 찾아가는 교육 형식도 고안할 수 있다 또한 성인 .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중요하여 이전 연구에서도 , 

자녀와의 유대 관계 부족 가치관의 갈등 다른 가족과, , 

의 갈등을 언급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혜정( , 2017). 

이에 이들과 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스, 

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여가 증진 프로그램 등을 조부, 

모 뿐 아니라 성인 자녀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경자와 김형수 는 홀로 사는 노인보다 (2010)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여가 스포츠 활동을 적게 하는 

이유가 손자녀와 가사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으로 이러

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탁아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한 

바 있다 조부모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물리적인 시. 

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체할 인력의 활용을 생

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 , 

스 이용 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

여 준다던지 일부 양육 보조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 

지만 조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돌봄 활동을 분

담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아버지 교. 

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부 대상의 교

육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 외에 월 가계 총 소득과 돌보는 손자녀 수도 신

체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들의 경. 

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신

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증진시킬 수 있도록 ,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제공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활성

화하여야 한다 즉 아웃리치 서비스의 대상 확대를 통. , 

해 돌봄 시 경험하는 신체적 어려움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는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노년기 연령의 특성상 이러

한 상태가 무한하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 

술한 건강 검진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조부모에게 무

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적

절하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표집되었으며 공신력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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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차 자료로서 변수의 활

용에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를 

좀 더 많이 포함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 

주로 조손가족 대상의 심리사회적 변수 위주로 접근하

여 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 관련 변, 

수들이 주요 변수이며 종속 변수로서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 뿐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었던 여가 활동 만족도

를 살펴본 점은 신선한 시도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세. 

대 간 친족 지킴이로서 가족 돌봄의 주축이었던 조모가 

생산적 노화의 주체일 뿐 아니라 이들이 활동 참여 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켰다

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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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and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of 
a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

Yoon Jo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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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ariables which account for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and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Methods: The sample included 141 grandmother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irstly, the variables that explained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of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were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the number of grandchild, and caregiving conflict with adult child. When their 
educational level were higher, had more money, cared for grandchild more, and did not experience conflict with 
adult child, they showed the higher scores of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Secondly, as to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of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caregiving conflict with adult child were included. That 
is, they had higher educational level, and without caregiving conflict with adult child,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reported higher levels of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were suggested.

Keywords: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Received July 29, 2019
Accepted September 14,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