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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한경혜 (서울대학교)

이 글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6년과
≐≐ 결혼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거주
근접성으로 보면, 거주지 선택에 있어 여전히 시가
중심적이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연락 및 만남 빈도에서 시가
와 처가 간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줄었다.

≐≐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은 처가
보다 시가에 더 많이 제공하지만 그 차이가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들었다.

≐≐ 2016년

현재 처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
이 시가로부터 받는 지원의 두 배를 넘는다. 시가로
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은 감소하고 처가에 의존하
는 정도가 심화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
면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서 처가부모의 도움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 10년간 한국 가족
내 세대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거주 형태와 접촉 빈도, 세대 간 지원 교환 행동
을 부계(시가)와 모계(처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본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은 현재 기혼자이면서 양가 부모세대에 각
각 적어도 한 분의 노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성인자녀로 하였다.

부모와의 동거 및 거주 근접성
지리적 이동성의 증가와 가족규범의 변화, 수명 연

먼저, 결혼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동거 양상

장에 따른 세대 간 관계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국 가족 내 성인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세대관계가 급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계 중심적 규범

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부계 중심성이 약화되면서 부

이 점점 약화되었으며 3세대 동거가족이 감소하

계와 모계 혈족을 동등하게 대하는 양계화의 방향으

고 결혼한 자녀가 독립거주를 하는 핵가족이 빠

로 세대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가

르게 정착되었다. 그리고 시가와의 동거가 줄어

하면 시가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처가와의 관

들면서 처가에 살거나 처가와 가까운 곳에 거주

계가 긴밀해지는 모계 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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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6년과 2016년 자료

가와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고

결과,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핵가족 형태가 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부모와 차로 1시간

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노부모 세대와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사는 비율은 2016년

동거하는 비율을 시가와 처가 간에 비교해 보면,

조사 결과 시가(38.2%)보다 처가(53.8%) 경우에

시가와 동거하는 비율(10.3%)이 처가와 동거하는

서 더 높게 나타난다. 양가 부모와의 동거 및 거주

비율(3.4%)보다 약 3배 정도 높다(그림Ⅱ-11). 노

근접성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거주지 선택

부모와의 동거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부계 중심

에 있어 여전히 시가 중심적인 경향이 관찰된다.

조사｣에 따르면, 처가살이를 하는 남성은 1990

[그림Ⅱ-11] 양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거리, 2006, 2016

적 경향이 관찰된다. 다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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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는지 살펴본

년 1만 8,088명에서 2015년 4만 7,789명으로 증
가한 반면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은 1990년 44만
4,634명에서 2015년 18만 6,257명으로 감소하였
다. 현재로는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처가살
이를 하는 사위보다 더 많지만 장기적 추세로는
부거제가 꾸준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거주 근접성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
했을까? 시가와 처가 부모 중 어느 쪽 부모와 얼
마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지는 거주지 선택
에 있어 부거제 규범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Ⅱ-1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와 처가 모두 걸어서 15
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증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는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같은 집에 살
고 있다’, ‘옆집, 같은 건물 또는 집근처’, ‘걸어서 15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15-30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30분-1시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1-3시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3시간
이상 거리’, ‘해외 거주’ 등 8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가하였다. 이 비율은 2006년 시가 8.4%, 처가
7.3%에서 2016년 시가 13.7%, 처가 9.1%로 각각
5.3%p와 1.8%p 증가하였다. 동거와 더불어 15분

부모와의 접촉 빈도

이내 근거리 거주 비율도 처가보다 시가의 경우
가 더 높다.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

다음으로 양가 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를

에 거주하면서 잦은 접촉을 유지하는 가족 형태

비교해 보자. 기존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친족

를 수정확대가족이라고 하는데, 처가보다는 시

의 의례적 기능은 부계 중심으로 상당 정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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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2] 양가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 2006, 2016

[그림Ⅱ-13] 양가

부모와 만나는 빈도,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십
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몇 번’, ‘일 년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 번 미만’ 등 7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 ‘일주일
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몇 번’,
‘일 년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 번 미만’ 등 7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되면서도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에서는 부계 중

2006년에는 1년에 몇 번 이하로 만나는 비율이

심성이 약화되고 처가와의 유대가 강화되는 방

친가 34.6%, 처가 43.9%로 처가 쪽이 훨씬 더

향의 변화가 1980년대부터 이미 진행되었다고 지

높았으나 2016년에는 이 비율이 친가 33.5%, 처

적한다. 양가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가 37.1%로 양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

2006년에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

달에 한 번 만나는 비율은 2006년에 시가 쪽이

이 시가 79.4%, 처가 72.9%로 시가 쪽이 더 높았

더 높았으나 2016년에는 처가 쪽이 더 높아졌

으나 2016년에는 이 비율이 시가 71.5%, 처가

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비율은 시가 쪽

73.4%로 처가 쪽이 더 높다. 즉, 지난 10년 사이

(1.4%p)에 비해 처가 쪽(2.7%p)에서 상대적으로

에 잦은 연락을 하는 비율이 시가 쪽은 감소하고

더 크게 증가하였다(그림Ⅱ-13). 세대 간 상호작

처가 쪽은 소폭이지만 증가하여 2016년 현재는

용에 있어서 시가와 처가 간의 차이가 지난 10년

처가와의 잦은 연락 비율이 시가의 경우보다 높

동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그림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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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접촉 빈도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성인

양가 부모와 만나는 빈도를 살펴보아도 처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쪽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수준별 부모와의 연락 비

[그림Ⅱ-15] 맞벌이

여부별 양가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
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
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한다고 응답
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
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한다고 응답
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고졸 이하 집단에서의

은 다소 증가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처가부

변화가 두드러진다.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 2006

모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지

년 대비 2016년에 시가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

난 10년 사이에 8.5%p 증가하였다(그림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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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4]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
들의 비율, 2006, 2016

율은 19.7%p 감소하였으나 처가부모와 자주 연

[그림 Ⅱ-16]은 양가 부모를 만나는 빈도를 통

락하는 비율은 5.7%p 증가하였다(그림Ⅱ-14). 처

해 살펴보면 고학력 집단에서 부계 중심성이 강

가 쪽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고졸 이하 학력집단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집단에 비해 양가 부모를 1주일에 한 번 이

맞벌이 여부별로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

상 만나는 잦은 만남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교

을 살펴보면, 외벌이 부부는 시가와 처가를 막론

육수준별 차이는 시가부모를 만나는 비율에서

하고 부모와의 잦은 연락 비율이 지난 10년간 감

더 두드러진다. 가령 2016년에 시가부모를 1주일

소하였다. 외벌이 부부가 시가부모에게 자주 연

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비율은 초대졸 이상이 고

락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12.1%p나 감소하였

졸 이하보다 15.8%p나 높다. 한편, 고졸 이하 집

다. 맞벌이 부부는 시가부모와의 잦은 연락 비율

단은 2006년에 시가부모를 자주 만나는 비율이

은 소폭 감소하고 처가부모와의 잦은 연락 비율

처가부모 쪽보다 높았지만 2016년에는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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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전되었다. 이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상

비율은 2016년에 시가 30.6%, 처가 24.9%로 시

대적으로 부계 중심성이 약하고 처가와의 접촉

가 쪽이 더 높다. 자녀들이 처가보다 시가에 경제

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적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2006년과 비교했을 때

[그림Ⅱ-16]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의 비율, 2006, 2016

상당히 양계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모습이다.
2006년에는 시가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비율이 31.2%에 이른 반면 처가의 경우에는
17.6%에 그쳤었다. 지난 10년 사이 양가의 격차
가 13.6p%에서 5.7%p로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소극적인 경제적 지원 비율은 2006년에 시가
22.8%, 처가 37.3%로 처가 쪽이 훨씬 더 높았는
데, 2016년에는 이 비율이 시가 29.9%, 처가
29.2%로 오히려 시가 쪽이 조금 더 높아졌다. 종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직
접 만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Ⅱ-17]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
의 비율, 2006, 2016

부모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지원
지금부터는 성인자녀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하
는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
는지 살펴보자. [그림Ⅱ-17]은 2006년과 2016년
에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에서 양가 부모에 대한 경제
적 지원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양계적인 방향으
로 변화한 것으로 드러난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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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
님)께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
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제공’은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
률이고, ‘소극적 제공’은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와 ‘전혀 해드리지 않
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52.1%로 처가 쪽이 15.7%p 더 높았다. 즉, 처가

적 지원이 증가하고 시가에는 소극적인 경제적

에 비해 시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더 적극적이

지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시가와 처가에 대

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여전히 시가에게 도구

한 경제적 지원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적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나타난다.

차이가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다. 도구적 지

다음으로 양가 부모에게 청소, 식사준비 등의

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시가 16.3%,

집안일 수행이나 병원 모시고 가기 등의 도구적

처가 14.8%로 지난 10년 사이에 양가가 비슷한

지원을 제공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에게 도

수준으로 변화했다. 도구적 지원을 소극적으로

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2006

제공하는 비율도 시가 45.7%, 처가 49.1%로 거

년에 시가 23.7%, 처가 11.9%로 시가 쪽이

의 비슷해졌다(그림Ⅱ-18).

11.8%p 더 높았고, 같은 해 도구적 지원을 소극

이제 양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

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시가 36.4%, 처가

양상을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자. 먼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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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지난 10년 동안 처가에는 적극적인 경제

육수준별 경제적 지원 양상을 보면, 지난 10년간
[그림Ⅱ-18] 양가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
의 비율, 2006, 2016

양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초대졸 이상 집단
과 고졸 이하 집단 모두에서 관찰된다. 고졸 이하
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사이 시가에 대한 적
극적 지원 비율은 3.2%p 줄어들고 처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비율은 5.6%p 늘어났다. 초대졸 이
상의 경우도 같은 기간 이 비율이 시가 쪽은
1.4%p 감소하고 처가 쪽은 6.8%p 증가하였다(그
림Ⅱ-19).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양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
님)께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
드리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
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
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제공’은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
률이고, ‘소극적 제공’은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와 ‘전혀 해드리지 않
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상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과 유사하게 고졸 이
하 집단과 초대졸 이상 집단 모두에서 양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고졸 이하의 경우
2006년과 2016 사이 시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비율은 17.1%p 줄어든 데 비해 처가에 대한 적극
적 지원 비율은 4.8%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초대
졸 이상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 비율이 시가

69

Korean Social Trends 2017

[그림Ⅱ-19]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게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그림Ⅱ-20]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게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
님)께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
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
님)께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
드리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
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
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쪽은 2.0%p 감소한 반면 처가 쪽은 오히려

를 보여준다. 우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

6.1%p 증가하여 양가에 대한 지원 수준(시가

는 비율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

17.8%, 처가 17.1%)이 거의 비슷해졌다(그림 Ⅱ

율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

-20).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른 도구적 지원의

모로부터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비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율은 2006년에 시가 9.6%, 처가 9.3%였으나
2016년에는 시가 7.3%, 처가 8.1%로 그 차이가
역전되었다. 부모로부터 소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도구적 지원

제공받는 비율의 경우 시가는 69.7%에서 67.8%
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처가는 70.5%에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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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성인자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

없었다. 전반적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

제적 및 도구적 지원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원을 제공받는 정도는 지난 10년 사이에 큰 변화

살펴보자. [그림Ⅱ-21]은 성인자녀가 시가부모와

가 없다. 이는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처가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양상의 변화

하는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게 변화한

[그림Ⅱ-22] 양가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
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
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
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수혜’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
률이고, ‘소극적 수혜’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와 ‘거의 해주시지 않
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
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수혜’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
률이고, ‘소극적 수혜’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와 ‘거의 해주시지 않
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것과는 대조적이다.

로부터 받는 소극적인 도구적 지원에서는 시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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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1]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
의 비율, 2006, 2016

[그림 Ⅱ-22]는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처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가로부터

지원 양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6년과 2016년

받는 도구적 지원이 감소함으로써 도구적 지원의

사이 시가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 비

처가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율은 9.0%에서 7.1%로 1.9%p 감소하였고, 같은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사

기간 처가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 비

노동, 자녀양육 등에 있어 처가부모의 도움이 증

율은 15.0%에서 15.6%로 0.6%p 증가하였다. 그

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과 처가와 시가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도구적

[그림 Ⅱ-23]은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정도의 차이는 2006년 6.0%p에서 2016년

지원에 있어 교육수준별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8.5%p로 커졌다. 2016년 현재 부모로부터의 적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초대졸 이상 집단의 경

극적인 도구적 지원은 처가로부터 받는 비율이

우 지난 10년 사이 처가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은

시가로부터 받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부모

19.1%에서 19.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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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3]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
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그림Ⅱ-24] 맞벌이

여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
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
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
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
적데이터｣, 원자료, 2017.

부터의 적극적 지원은 12.1%에서 7.7%로 감소하

난 10년 사이 14.0%에서 7.9%로 감소한 반면 처

여 도구적 지원의 모계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반

가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면,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 초대졸 이상 집단에

17.0%에서 19.0%로 증가하여 처가 의존성이 높

비해 부모, 특히 처가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이 매

아졌음을 알 수 있다.

우 제한적이며 그나마 10년 사이에 감소하였다.
[그림 Ⅱ-24]는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간 차이

맺음말

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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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 맞벌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자녀와 노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

모 간에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이 오고 가는 양

이다.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 특히

상은 시가와 처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선, 자

맞벌이 부부는 처가 의존성이 높다. 이들이 시가

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부모에게

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보다 적다는 점은 시가와

가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정도는 시가

한 경제적 지원은 처가보다 시가에게 더 적극적

보다 처가가 크다. 이는 시가부모에게는 받는 것

으로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은

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반면 처가부모에게는 주

시가보다 처가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제공받는다

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기존

는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도구적 지원 교환의 경우, 부모에 대한 도구적

경향을 왜곡된 모계화, 비대칭적 양계화라 진단

지원은 시가와 처가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

한 바 있다. 시가와 처가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면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은 양가 사이에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칭

차이가 큰 편이다. 즉, 시가와 처가에 제공하는

적 양계화 양상은 여전히 한국 가족 내 세대관계

도구적 지원의 정도는 비슷한데 결혼한 성인자녀

에서 관찰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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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서 공통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부모에 대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