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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에서 단기적 호

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젠더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자녀가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가

자녀가 중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단기적 호혜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현재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받고 있는 지원과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

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에 관련성이 발견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조사’ 2차년도(2012년 수집)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한국

의 베이비부머 남성 731명과 여성 8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들과

딸이 부모와 주고받는 지원교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

제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이 딸에 비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더 다양한 영

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이상의 학비, 신혼주

거비용, 그리고 신혼주거를 제외한 기타주거비용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아들의 비율이 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년자녀 중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7%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젠더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중년의 아

들과 딸 중 75%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2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아들이 딸에 비해 정기적으로 노부모에게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들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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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젠더와 지원 영역에 따라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

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가 중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

공하는데 미치는 영향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 성인기

전이 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딸이 중년이 되었을

때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비정기적인 형태로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는 중년이 된 아들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한 중년의 아들과 딸은 성인기 전이 과정동안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

와 관계없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

려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자녀가 보유

한 자원과 노부모의 경제적 필요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젠더 및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세대 간 지원교환

의 단기적 호혜성의 발현 여부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

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에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

도구적 지원을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노부모에게 지난 1년간 도구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딸이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도구적인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호혜성의 원리가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중년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이 자녀가 성인기 전이과정이나

현재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

기에 접어든 부모를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피동적 존재로 접근하는 것

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는 행위

자로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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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부양책임 및 가족 내 역할

로 인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이 아들과 딸에게

다른 방식으로 관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의 원리는 아들과 노부모 사이의 지원교환보다는

딸과 노부모 사이의 지원교환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 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지원제공 행

동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

회적 기대가 더 크게 주어지는 아들과 노부모사이의 지원교환보다는 비

교적 선택적으로 지원교환이 이루어지는 딸과 노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보다 가시적으로 관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노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족에게 부여된 노부모 부양책임이 특히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

노부모에게 지원을 받은 경험과 관계없이 자녀가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

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세대 간 지원교환의 이타

주의적 측면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기적 호혜성을 조망함에 있어 성인기 전이과정 이라는 특

정한 생애단계 동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만을 고려했다

는 점, 회고적 응답을 활용했다는 점, 세대 간 지원교환이 놓인 친족관계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지점

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살펴보았다는 점,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

이에 주목하였다는 점, 그리고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대 간 지원교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세대 간 지원교환, 장기적 호혜성, 단기적 호혜성, 부양규범,

젠더

학 번 : 2014-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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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제기

정부 차원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노인부

양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은

가족과 자녀에게 많은 부분 의존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근저에 놓인 동기를 아는 것은 현대가족의 기능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성인자녀가 노부

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동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크게 이타주의적 관점, 자녀

들의 부양책임을 강조하는 접근, 그리고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이타주의적 관점과 자녀의 부양책임을 강조하는 접근은 자녀로부터 부

모에게 자원이 이전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들은

사회재생산의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보이는 자녀세대에 대한 투자와

는 달리 직접적인 이익을 규명하기 어려운 노부모 지원제공 행위를 설명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현상을 인간이 지니는 이타적 본성

이나 무형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보상에 기초하여 설명하며(Laferrère &

Wolff, 2006), 부양책임(fil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녀에게 주어

지는 부양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제공 행

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Finley, Roberts &

Banahan, 1988; Shuey & Hardy, 2003; Silverstein & Yang, 2006).

그런데 성인자녀와 노부모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관계

가 아니며 서로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실제로 중년기 자녀와 노년

기 부모의 지원교환을 살펴본 연구들은 세대 간 지원교환에서도 호혜적

패턴이 관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왔으며,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

가 지원을 받기만 하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고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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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박경숙, 2003; 한경혜, 한민아, 2004; Hogan,

Eggebeen & Clogg, 1993). 이처럼 부모와 자녀사이의 자원이 서로 교환

된다는 점에 주목한 학자들은 부모와 자녀가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를 살

펴보고자 할 때 호혜성의 원리에 주목한다(Leopold & Raab, 2013;

Silverstein, Conroy, Wang, Giarusso & Bengtson, 2002). 호혜성 원리에

의하면 지원을 제공한 행동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 사이

에는 서로 연관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호혜성 개념은 상대방으로부터 지

원을 수혜한 시점과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따

라 단기적 호혜성(short-term reciprocity)과 장기적 호혜성(long-term

reciprocity)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 호혜성은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인 형태로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지원교환을 살펴본 선행 연구(Albertini,

Kohli & Vogel, 2007; Grundy & Read, 2012; Leopold & Raab, 2011;

Leopold & Raab, 2013)들은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단기적 호혜성이 발

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Grundy et al.(2005)의 연구는 노부모가 자녀에

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자녀가 노부모에게 도움을 제

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Albertini et al.(2007)은 부모

가 자녀에게 적은 양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지

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Leopold and Raab(2011)

또한 노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노부모가 자녀

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 교환에 참여하고 있는 두 행위자의 지원제공행동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중년기 자녀와 노년기 부

모 사이의 지원교환에서도 단기적 호혜성이 관찰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장기적 호혜성은 지연된 호혜성(delayed reciprocity)이나 생애과정에

걸친 호혜성(life course reciprocity)으로도 불리며,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이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본 연구(Geurts, Poortman & Van Tilburg, 2012;

Henretta, Hill, Li, Soldo & Wolf, 1997; Leopold & Raab,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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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stein et al., 2002)들은 과거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

험이 현재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중년의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노부

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자녀가 노

부모에게 시간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Henretta et al., 1997; Leopold & Raab, 2013),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서적·시간적·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중년이 된 이후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양이 더 많

아진다는 것을 밝혔다(Silverstein et al., 2002). 이처럼 호혜성 원리에 주

목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자

녀가 노부모로부터 과거 혹은 현재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과 관계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제공 과정

(process)은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다(Chesley & Poppie, 2009;

Sarkisian & Gerstel, 2004). 왜냐하면 아들과 딸이 가족관계에서 차지하

는 역할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노부모 부양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에도 자녀의 젠더를 구분

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Geurts et al.(2012)은 자녀의 젠더에 따라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 호혜성의 발현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부모가 과거 아들의 손자녀를 돌보아준 경험

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뒤 노부모가 아들로부터 더 강도 높은 도

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딸과의 관계에서

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네덜란드의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상호부양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기대되는 딸과 노부

모사이의 관계에서는 장기적 호혜성이 가시적인 형태로 관찰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계부양규범의 존재로 인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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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여전히 아들에게 더 크게 주어지고 있으며 딸의 경우에는 노부모

에 대한 지원제공이 보다 선택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발견되었

다(한경혜, 김상욱, 2010). 세대 간 지원교환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중

년기 부부의 경우 아내의 부모와 지원을 교환하는 비율보다는 남편의 부

모와 적극적인 지원을 교환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아

들이 노부모에게 보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

다(한경혜, 윤성은, 2004). 이처럼 아들과 딸이 노부모와 맺는 지원교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살펴볼 때, 아들과 딸의 차이를 조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세대관계에서도 호혜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 그리고 이것이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점으로 성인기 전이

과정에 주목한다. Antonucci(1990)는 장기적 호혜성의 개념을 ‘생애과정

에 걸친 호혜성’으로 설명하며, 자녀의 의존성이 큰 가족생애주기에는 부

모로부터 자녀에게 지원이 제공되고 이때 제공된 지원의 대가는 향후 부

모의 필요가 커지는 생애 후반기에 회수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성인

초기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녀의 필요가 특히 큰 시기이고, 노

년기는 자녀의 지원에 대한 노부모의 필요가 커지는 시기이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부모는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가 인적자원을 축적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혜경, 2013; Fingerman, Cheng, Wesselmann, Zarit,

Furstenberg, & Birditt, 2012), 이러한 인적자원은 노부모에 대한 중년자

녀의 지원제공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Chesley

& Poppie, 2009; Couch, Daly, & Wolf, 1999). 그러나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이 향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제공과 직접

관계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를 살펴본 일부 연

구는 결혼 혹은 진학과 같은 단일한 사건에 주목하였다(고선강, 2012b).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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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원의 정도가 향후 자녀가 중년이 되었을 때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생애과정에 걸친

장기적 호혜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영역을 경제적 지원과 도

구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세대 간 지원을

경제적 지원과 시간적 지원 혹은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했다(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김태현, 1981;

한경혜, 한민아, 2004). 본 연구는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주목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주목하는 것이 물리

적 자원의 일상적인 이동을 살펴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가지 지원 영역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지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지원제공의 당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고선강, 2012; 하석철, 2015; 한경혜, 김상

욱, 2010; Leopold & Raab, 2013). 따라서 아들과 딸이 노부모에게 지원

을 제공하는 방식과 과정을 비교할 때 두 가지 지원영역을 구분하여 접

근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자녀가 현재 혹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

은 경험이 자녀가 중년이 되었을 때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

기적·단기적 호혜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때 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호

혜성의 원리가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들과 딸이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과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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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세대 간 지원교환에 대한 이론적 접근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

은 크게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을 이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접근

과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자녀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 즉 부양규범

을 강조하는 접근, 그리고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주목하는 접근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타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접근과 자녀의 부양책

임을 강조하는 관점은 자녀세대에서 부모세대로 지원이 제공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사회재생산의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보이는 자녀세대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직접

적인 이익을 규명하기 어려운 노부모 지원제공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타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접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타적 본성이

나 혈연관계에서 발현되는 희생적 태도에 기초하여 지원행위를 설명하거

나,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타주의적 행위가 가져오는 도덕적·사회

적 차원의 보상으로 노부모에 대한 지원행위를 설명한다(Laferrere &

Wolff, 2006). 이타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자녀는 노부모의 필요가 존재하

고 자신이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되는 경우, 직접적인 보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계없이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이 관찰되었으며(Silverstein et al., 2002), 앞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부모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

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선강, 2012a).

사회적 책임이나 규범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

원 제공 행동을 사회구성원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부양규범을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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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 설명하거나(Silverstein & Yang, 2006),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

며 얻게 되는 편익과 이를 어길 경우에 마주하게 되는 비용에 기초하여

노부모에 대한 지원행위를 설명한다(Ng, Phillips, & Lee, 2002;

Schwarz, Trommsdorff, Kim, & Park, 2006). 부양규범으로 세대 간 지

원교환에 접근한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들 혹은 딸 중 한

쪽에게 더 많은 부양책임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아들 혹은 딸이 노부모

에게 더 적극적이고 많은 양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Finley et al., 1988; Shuey & Hardy, 2003).

한편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관점은 지원제공에 참여하는 개인들 사

이의 지원행위가 서로 교환된다고 바라보는 입장으로 부모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내려오는 지원과 자녀세대에서 부모세대로 제공되는 지원 모두에

주목한다. 호혜성 원리에 따르면 지원제공 행동은 지원을 수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호혜성의 원리는 교환이

론(exchange theory)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교환이론은 인간이 합리적으

로 선택하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

거나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관계는 파기될 수밖에 없으며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교환이론에 기초한 접근에서는 중년의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노부모에게 받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이해한다.

하지만 합리주의 고전경제학에 기초한 교환이론은 교환의 기제를 설명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이 제기되었는데, 사회교환이론은 교환 참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특성과 관계의 역사, 그리고 상호의존성에 주목

한다(Emerson, 1976). 특히 세대관계는 오랜 기간 유지되고 서로 다른

생애단계에 놓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원교환이므로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왔다(Silverstein et al., 2002). 즉 관계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가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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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애단계와 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관계가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특성을 고려

하였을 때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닐 수 있

다.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환되는 지원의 종류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세대 간 지원교환은 서로 다른 생애단계에 놓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원교환이므로 각자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중년자녀는 노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필요

가 크지 않지만 노쇠해진 노부모는 자녀의 도구적 지원이나 돌봄에 대한

필요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Henretta et al., 1997; Leopold & Raab,

2013). 또한 성인 초기의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

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중년 자녀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Fingerman et al., 2012). 따

라서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시간적 지원을 제공하고 노부모로부터 경제

적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호혜성을 성립할 수도 있고(Leopold, 2011), 자

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의 형태가 자아 혹

은 관계의 질과 같은 측면이 될 수도 있다(한경혜, 한민아, 2004;

Gouldner, 1960).

다음으로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은 지연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이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언제, 어

떠한 형태로 받을지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세대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

문에 제공한 지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없으

며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간 안에서 지연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생애단계에 따라 보유한 자원의 종류와

그 양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지원교환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지원이 제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틀을 넓

혀보면 결국 장기적 호혜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Silverstein et al.,

2002). 구체적으로 Antonucci(1990)는 세대 관계의 호혜성은 가족주기 초

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한 자원이 향후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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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 회수된다고 설명하였으며, Sivlerstein et

al.(2002)은 생애단계 초반에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받은 경험은 자녀

의 사회자본 형태로 축적되어 향후 자녀가 부모에게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생애과정관점에 의하면 세대 간 지원교환 역시 호혜성의 원리

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세대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수혜한 자원

과 다른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연된 형태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호혜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세대 간 지원교환에서도 호혜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

은 크게 장기적 호혜성을 검증한 연구(고선강, 2012a; 2012b; 하석철,

2015; Henretta et al., 1997; Leopold & Raab, 2013; Silverstein et al.,

2002)와 중년 자녀와 노년기 부모사이의 지원교환에 있어 즉각적인 호혜

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연구(박경숙, 2003; 한경혜, 한민아, 2004;

Albertini et al., 2007; Grundy et al., 2012; Ingersoll-Dayton, Starrels

& Dowler, 1996)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녀가 부모로

부터 과거나 현재에 받은 지원이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1. 생애과정과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 호혜성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과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주 돌봄자(care

giver)로 선택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거나,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

은 지원이 시간이 흐른 뒤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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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거나 제공하는 지원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장

기적 호혜성의 존재를 확인해왔다(고선강, 2012a; 2012b; 하석철, 2012;

Henretta et al., 1997; Leopold & Raab, 2013; Silverstein et al., 2002).

Henretta et al.(1997)은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rst Old)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가 현재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별하였고 노쇠해진 부

모에게 시간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과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

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노부모에게 더 적극적으로 시간적 지원을 제공한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Leopold and Raab(2013)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지난 10년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과 지난 1년간 자녀

가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이 자녀가 노부모에게 시간적 지원을 제공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시간적 지원을 도움과 돌봄

으로 구분했는데 IADL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도움이라고

정의하고 ADL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한 것을 돌봄으로 정의하였다. 연

구결과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은 현재 노부모에게

도움을 주로 제공하는 자녀로 선택될 가능성을 높였고, 지난 1년간 부모

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은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자녀가 과거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이 10

년이 지난 시점에 자녀가 부모에게 시간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Leopold and

Raab(2013)의 연구결과는 자녀가 과거 혹은 최근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노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지원제공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가

제공하는 지원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두 연

구는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부모

에 대한 비일상적인 지원제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년 전에

이미 중년기에 접어든 자녀가 노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용도나 의

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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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stein et al.(2002)은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자녀가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에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자녀가 중년이 되었을 때 노부모

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사회적 지원은 노부모에 대한 시간적·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1976년 조사당시 연령이 16세 이상 26세 이하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시간적·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과 1985년에서 1997년

까지 다섯 번의 조사 동안 중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사회

적 지원의 양 사이에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 조

사당시 부모와 보낸 시간이 많았던 자녀일수록 이후 조사에서 평균적으

로 더 많은 양의 사회적 지원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조사당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녀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자녀에 비해 시간이 흐르면서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양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지원에 대한 필요가 큰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에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향후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녀의 도움에 대

한 필요가 커질 때 회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첫 조사 당시에

수혜한 경제적 지원을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경제적 지원의 수준을 가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첫 조사당시 16세인 자녀가 받은 경제적 지원

과 26세인 자녀가 받은 경제적 지원의 의미가 다르므로 자녀가 수혜한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장기적 호혜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최근

연구들은 과거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현재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

원을 제공하는데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

한다(고선강, 2012a; 2012b; 하석철, 2012). 고선강(2012a)은 결혼 이후부

터 최근 5년 이전까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과 최근 5년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험이 노부모에 대한 경

제적 지원 제공과 돌봄 지원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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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최근 5년보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선강의 또 다른 연구(2012b)에서는 부모로

부터 결혼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적 호혜성이 관찰되었다. 즉, 어느 시점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향후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하석철(2015)은 고령화패널 1차부터 4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노부모

(G1)가 자녀(G2)에게 손자녀(G3) 돌봄을 제공한 것이 향후 자녀가 노부

모에게 동거 지원,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노부모(G1)가 과거

자녀(G2)에게 손자녀 돌봄을 제공한 것과 손자녀 돌봄에 제공한 시간의

양은 향후 자녀(G2)가 노부모(G1)에게 동거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

이고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부양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부모에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은 향후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 특정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의 세대관계에서도 장기적 호혜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장기적 호혜성의 발현 여부가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

할 만큼 누적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이 노부모와의 지원교환을 살펴볼 때 본인의 부모

와 배우자의 부모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고선강, 2012a; 2012b), 자녀

의 성별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 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고선강, 2012a; 2012b; 하석철, 2012)을 보

완하여 한국가족의 세대관계에서 나타나는 장기적 호혜성에 대한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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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부모와 중년자녀 간 지원교환의 단기적 호혜성

기존에 중년자녀와 노년기 부모 사이의 지원교환 유형을 살펴본 연구

들은 이 시기의 지원교환이 노부모 부양이라는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며, 노부모와 중년자녀가 서로 지원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를 보인

다는 것을 확인해왔다(박경숙, 2003; 한경혜, 한민아, 2004). 박경숙(2003)

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한 문항을 토대로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여

중년자녀와 노인사이의 지원관계 유형이 호혜성에 기초한 강한 지원관

계, 비호혜성에 기초한 강한 지원관계, 중간수준의 규범적 지원관계, 고

립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 중 호혜성에 기초한 강한 지원관

계가 18.0%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노부모와 중년 자녀 사이

에서도 단기적 호혜성이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중년

자녀가 노부모와 맺는 지원교환 유형과 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을 살펴

본 한경혜와 한민아(2004)의 연구결과 또한 경제적 지원교환에서는 자녀

가 노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서적 지원교환에서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에게 지원을 받은 경험과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에 영향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연구들은 지원을 수혜한 경

험과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다. Grundy et al.(2012)은 British Retirement and Retirement Plans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노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Albertini et al.(2007)은 SHARE 데이터를 토대로 자녀에게 적은

양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 노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Leopold and Raab(2011)의 연구 또한 같

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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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고 있는 것은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확률을 높

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과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노부모와 중년자녀

사이의 지원교환에서도 단기적 호혜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왔다. 그

런데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단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노부모의 경우 시

간적 지원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석재은,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

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을 모두 살펴보고 자녀와 노부

모 사이의 지원교환의 단기적 호혜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3 절 자녀의 젠더와 세대 간 지원교환

세대 간 지원교환의 패턴과 설명요인이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딸이 아들

에 비해 노부모에게 보다 정기적이고 더 많은 양의 시간지원을 제공한다

는 점을 확인했으며(Ingersoll-Dayton et al, 1996; Lee & Logan, 2003;

Shuey & Hardy, 2003),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딸에게 더 크게 주

어진다는 점을 밝혔다(Fulgi & Pedersen, 2002; Silverstein, 2006).

한편 부계부양규범이 존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들이 부모에게

더 많은 양의 지원을 보다 정기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딸

에 비해 아들이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한경혜와 윤성은(2004)은 노부모와 중년자녀 부부사이에 나타나는

지원교환행동의 패턴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한국의 중년 부부들은

가족구성원 중 주로 남편의 부모와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교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계와 모계에 대한 지원교환의 설명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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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한경혜와 김상욱(2010)의 연구는 중년부부가 부계 노부모에게 지

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노부모의 필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계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은 부부가 지닌 자원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노부모와 아들내외 사이의 지원교환은 상호책임의 영역에서 이

루어지지만 노부모와 딸 내외 사이의 지원교환은 보다 선택적 행동의 측

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 세대의

생애과정을 분석하여 한국가족주의 변화를 살펴본 김혜경(2013)의 연구

에 의하면, 딸의 경우 향후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 의지를 서술할 때

애정적 친밀성에 기초한 서사를 보인 반면, 아들의 경우에는 부양책임이

나 효규범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설명요인이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

하는데 미치는 영향 또한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호혜성의 원리는 세대 간 지원교환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접근 중

하나이지만 세대 간 지원교환행동에서 언제나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Geurts et al., 2012; Kulis; 1992; Silverstein et al., 2002). Gouldner

(1960)는 호혜성 규범의 발현이 문화적·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점

을 강조한바 있다. 실제로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대하여 탐구한

많은 학자들은 부모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상호부양에 대한

책임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Leopold &

Raab, 2011; Leopold & Raab, 2013; Schwarz et al., 2006; Schwarz,

Trommsdorff, Zheng, & Shi, 2010; Silverstein & Yang, 2006).

Schwarz et al.(2010)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부양책임이 더 강조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지원교환의 호혜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중국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성인자녀와

독일의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호혜성 규범과 지원교환에서의 비대칭성

이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지원교환이 비대칭적이라고 느낄수록 독일의 성인자녀들은 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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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 의지가 높아졌지만 중국 농촌에 거주하는 성인자녀들에게

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즉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 강조되는 중국 농촌의 자녀들에 비해 독립성이 중시되는 독일의 성인

자녀들에게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아들과 딸

에게 다르게 주어진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미치는 영향 또한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실제로 Geurts et al.(2012)은 네덜란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 호혜성이 아들과 딸에게 다르게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노부모가 아들에게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지원을 제공한 경험은 이후 노부모가 아들로부터 더 강도

높은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

지만, 딸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적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기대되는 딸의 경우

과거에 노부모로부터 지원을 제공 받은 경험과 관계없이 노부모에게 지

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

이 노부모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교차하여 지원행동에 영향을 준다

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들과 부모사이에서 지원교환의 호혜성이 가

시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되는지 살펴볼 때 자녀의 젠더를 구

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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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아들과 딸이 부모와 맺는 지원교환 관계에서 장기적 호혜성

과 단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 호혜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가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로부

터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가 현재 중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

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단

기적 호혜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노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와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사이

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구체화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1. 아들과 부모 사이의 지원교환에서 장기적 호혜성이 관찰되는가?

1-2. 아들과 부모 사이의 지원교환에서 단기적 호혜성이 관찰되는가?

2-1. 딸과 부모 사이의 지원교환에서 장기적 호혜성이 관찰되는가?

2-2. 딸과 부모 사이의 지원교환에서 단기적 호혜성이 관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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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의 특성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매트라이프코리아 재단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 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1)⌟의 2차년도 자

료(2012년 수집)를 활용하여 아들과 딸이 부모와 맺는 지원교환에서 장

기적 호혜성과 단기적 호혜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 베이비

부머 패널 조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격으로 추적조

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2010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토대로

통반리를 표본지점으로 추출한 뒤 선정된 표본지점 내에서 계통추출법으

로 가구를 선정하여 추출하였다. 2010년 5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

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4,668명에 대한

자료를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2012년7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3,27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 수집된 베이비부머 2차

년도 자료는 가족, 일, 은퇴, 재무, 건강,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및 태도,

거주지 총 8가지 영역에 걸쳐 베이비부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있다. 2차년도 자료에는 베이비부

머가 자녀들이 성인기 전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정도에 관한 문항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 문항

을 활용하기 위하여 2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조사에 응답하고 자신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생

존하고 있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인의 부

모가 적어도 한 명이상 생존하고 있는 1731명의 베이비부머 중 생존한

노부모가 모두 시설에 입소한 103명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지원교환의

성격이 일상적인 지원교환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

1)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한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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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친과 모친의 거주형태를 서로 다르게 기입한 3명과 부모의 거주유

형을 기입하지 않은 1명은 실제로 지원을 교환하는 노부모의 거주형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노부모

와의 동거여부를 포함하는 거주형태는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판

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노부모

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생존한 베이비부머 남녀 1731명 중 거주유형이 적

절하지 않은 107명이 제외된 1624명(남성 731명, 여성 893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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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개념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부모와 자녀사이의 지원교환을 살펴보는 것

과 아들과 딸이 부모와 맺는 관계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두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모와 주고받은 지원교환만을 고

려하였다.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지

원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은 양이 많을수록 지원을 제공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지 확인하여 공정성의 규범(norm of fair exchange)을

각각 살펴보기도 한다(하석철, 2015).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베이비부머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양의 경우 변수의 분포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지원제공 방식으로 범주화

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중년 자녀가 현재 노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

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의 편포를 고려하여 노부모에게 현재

자녀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변수화하였다. 성인기 전이 과정에

걸쳐 지원을 받은 것은 분포와 지원제공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원제공 정

도로 측정하였다. 성인기 전이 과정에 걸쳐 받은 경제적 지원을 여부로

변수화할 경우 성인기 전이 과정 전체에 걸쳐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매우 낮고, 이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집단으로 사료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원을 받은 경험이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 과거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정도와 현재 부

모에게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 행동과 관련성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

다. 장기적 호혜성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자녀가 성인기 전이과정에 걸

쳐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 중년이 되었을 때 노부모

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정의하였으며, 단기적 호혜성은 현재 중년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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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험과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에 관련성이

관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최근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이며 응답의 범주는 제공하지 않는

것,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

하였다.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기 위해 투입한 독

립변수는 자녀가 과거 대학 이상의 학비, 신혼 주거 마련 비용, 신혼 주

거를 제외한 기타 주거 마련 비용, 결혼비용, 출산비용에 있어 부모로부

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이다. 단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

용한 독립변수는 지난 1년간 중년자녀가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혹은 도구

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통제변수로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부모의 건강 및 경제상태, 그리고 거주형태를 투입하였으며 통제변수

또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변수화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설문 문항들은

<부록1>과 <부록2>에 제시하였다.

1. 노부모에 대한 중년자녀의 지원제공

본 연구는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중년자녀가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

원을 제공하는 것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사회체제의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가

족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족책임주의적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며(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실제로 노인 가구 소득

의 70% 가량이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이소

정, 백선희, 윤홍식, 홍백의, 김지연, 2011).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도

구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가족 관계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고 있음이 지적된다(장경섭 외, 2013).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서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은 노부모가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비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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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로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차적인 부양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

고 부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노부모와의 지원교

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각각의 지원영역에 대하여 정기적

제공, 비정기적 제공, 제공하지 않음 세 가지 범주로 응답을 구분하였으

며 부모에게 정기적인 지원과 비정기적인 지원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

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1) 노부모에 대한 중년자녀의 경제적 지원제공

노부모에 대한 중년자녀의 경제적 지원제공은 ‘지난 1년 간 귀하는 귀

하의 부모님께 생활비, 의료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 ‘비정기적으로 제공

함’, ‘정기적으로 제공함’ 세 범주로 응답한 것을 활용하였다. 분석 시 기

준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 두었다.

2) 노부모에 대한 중년자녀의 도구적 지원제공

노부모에 대한 중년자녀의 도구적 지원제공은 ‘지난 1년 간 귀하는 귀

하의 부모님께 집안일, 장보기 등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 ‘비정기적으로 제공함’,

‘정기적으로 제공함’ 세 범주로 응답한 것을 활용하였다. 분석 시 기준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 두었다.

2.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지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와 최근 1년간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혹은 도구적 지원 여부

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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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는 ‘귀하가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대학/유학/대학원 등 대학 이상의 상급학교 학

비, 결혼준비비용, 신혼주거자금 비용, 신혼주거자금 이외의 기타주거자

금비용, 그리고 출산지원비 각각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정도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음, ‘일부 수혜’, ‘상당 부분 수

혜’, ‘거의 전부 수혜’, 그리고 ‘해당없음’ 범주로 응답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때 ‘해당없음’ 범주에 응답한 것은 해당사건이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았

거나 해당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

런데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노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생존한 중년

자녀이므로 ‘해당없음’에 응답한 것은 해당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건을 경험하지 않을 것 또한 해당사

건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없음’과 ‘전혀없음’은 0점으로, ‘일부 수혜’는 1점으로, ‘상당

부분 수혜’는 2점으로, 그리고 ‘거의 전부 수혜’는 3점으로 코딩하였고 다

섯 가지 영역에서 지원받은 정도를 합산하여 0점에서 15점 사이의 분포

를 갖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2)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지난 1년간 중년 자녀가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에게 생활비, 의료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음’,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음’, ‘지원 받지 않음’으로 응답한 것을 활

용하였다. 응답의 분포를 고려하여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받

았다는 응답한 것을 ‘지원 받음(1)’으로 정의하고,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지원받지 않음(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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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지난 1년간 중년 자녀가 노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에게 집안일, 장보기 등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음’,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음’, ‘지원 받지 않음’으로 응답한 것을 활용하였

다. 응답의 분포를 고려하여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한 것을 ‘지원 받음(1)’으로 정의하고,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지원받지 않음(0)’으로 처리하여 이분변수로 활용하였다.

3. 중년자녀의 특성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녀

의 경제적·인적 자원 및 장남여부나 기혼여부와 같은 가족특성을 통제변

수로 투입하였다.

1) 중년자녀의 자원

중년자녀의 자원으로는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을 활용하였다. 가구소득

은 지난 1년간의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

을 포함한 가구소득을 사용하였으며 분포를 고려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였

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1점)에서부터

대학원 졸업(6점)까지를 서열변수로 처리하였다. 1점에서 6점사이의 분

포를 지니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중년자녀의 가족지위

중년자녀의 가족지위으로 혼인지위와 장남/장녀 여부를 활용하였다.

혼인지위는 초혼이나 재혼을 기혼(1)으로 미혼, 동거, 별거, 이혼, 사별을

비혼(0)으로 처리하였다. 별거의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부모에 지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부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준집단으로 분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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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남/장녀 여부는 자신의 출생순위와 형제자매의 구성을 기입한 문

항을 토대로 하여, 위에 남성의 경우 형이 없는 경우를 장남으로, 여성의

경우 언니가 없는 경우를 장녀로 보았으며, 장남/장녀인 경우를 (1) 아닌

경우를(0)으로 처리하였다.

4. 노부모의 특성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노부

모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그리고 거주형태를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1) 노부모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자녀의 지원에 대한 노부모의 필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노부모의 건강

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자녀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노부모의 경

제상태, 건강상태 각각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음(1)’에서 ‘매우 좋음(5)’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를 역코딩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이 나쁘고 따라서 자녀의 지원을 필요로 하

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2) 노부모의 거주형태

노부모의 거주형태는 응답자와 동거하는 경우, 노부모가 나의 형제자

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노부모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세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와 동거하는 것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하였다. 함께

동거하는 것은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

이다.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원 제공 및 수혜에 대한 응답 양상이

부모와 별거하는 자녀와 다른 특성을 띨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명확하

게 해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거주형태에 따라 지원 제공 및 수혜에 대한

응답양상이 어떠한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3>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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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먼저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과 중년이 된

현재 노부모와 주고받는 지원교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자녀가 과거 혹은 현재 부모에게 받은 지원이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제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들과 딸 각각에 대하여 노부모

에 대한 경제적 지원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과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때 두

가지 모델이 투입되었는데 [모델 1]은 단기적 호혜성을 확인하는 모형으

로 지난 1년간 노부모에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력을 파악하였고 [모델 2]는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았

다. 모든 분석에는 SPSS 23.0이 사용되었다.



- 27 -

제 4 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세대 간 지원교환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남성과 여성으로 조사당시 연령은 50

세부터 58세 사이이다. 남성 731명은 여성 8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 중 45.8%가 장남이고 여성 중 47.8%가 장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90%이상으로 대부

분 기혼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보유한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을 살펴보

았다. 남성과 여성의 가구소득은 평균 5,200만원 가량이고 독립표본 t-검

정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

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연구대상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필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부모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활

용하였다. 두 변수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부모 건강상태의 평균은 3.3

점이었으며, 경제상태의 평균은 3.2점 안팎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거주

형태는 자녀의 젠더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노부모가 연구대상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으며, 연구대상자의 형제자매와 노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은

여성인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서 아들에게 노부모에 대한 동거부양책임을 더 크게 기대하

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Zh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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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지만 노부모가 자녀와 독립적으로 거주한다는 비율이 남녀 모

두 60%이상으로 노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흔한 거주형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대하

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족부양에 대한 규범적 당위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에 의한 노인부양이 약화되고 노인의 독립

적인 생활을 강조되는 현상이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석재은,

유은주, 2007; 하석철, 홍경준, 2012). 본 연구에서도 노부모가 자녀와 동

거하는 비율보다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선행연구의 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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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범주
남성(N=731) 여성(N=893)

χ2/t
n,mean %,sd n,mean %,sd

중년

자녀

특성

장남/장녀

여부
장남/장녀 335 45.8 427 47.8 .

혼인지위
기혼 682 93.3 809 90.6

3.9*
비혼 49 6.7 84 9.4

가구소득
연평균

가구소득
5227 2721 5230 3066 -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5 14.4 244 27.3

77.9

***
고등학교 344 47.1 464 52.0

2년제 대학

이상
282 38.6 185 20.7

노부모

특성

건강상태 5점 척도 3.32 0.9 3.38 0.9 -1.2

경제상태 5점 척도 3.26 0.8 3.19 0.8 1.8

노부모

거주형태

나와 동거 89 12.2 36 4.0

39.5

***

나의 형제

자매와 동거
198 27.1 294 32.9

노부모

독립 거주
444 60.7 563 63.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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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녀의 젠더와 세대 간 지원교환의 내용 차이

1. 자녀가 성인초기에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먼저 중년의 딸과 아들이 과거에 성인기 전이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부

모에게 받는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받은 정도를 살펴보았

다. 딸과 아들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와 같다.

대학이상의 학비, 신혼주거비용, 신혼을 제외한 기타 주거비용의 경우

딸과 아들이 부모에게 지원을 받은 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를 보인 세 가지 영역 모두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아들

과 딸이 부모로부터 결혼 준비 비용과 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은 정도에

있어서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학 이상의 학비의 경우 남성 중 71%, 여성 중 81% 가량이 ‘해당 없

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성인기 전이과정을 경험하던

시기에 전문대나 대학 진학이 현재와 같이 보편적인 생애과정으로 자리

하지 않았던 사회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중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는 남성의 비율이 약 38.6%, 여성의 비율이 약 20.7%

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우선시 되어 딸의 대학진학이

희생되었다는 김혜경(2013)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같은 가족

의 선택은 교육적·직업적 성취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부여되었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 중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녀만

을 대상으로 하여 젠더에 따른 학비 수혜 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딸이

아들에 비해 부모에게 대학이상의 학비를 전적으로 지원 받은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아들 37.2%, 딸 42.7%, p < 0.06). 즉, 딸의

경우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더 낮았으나 일단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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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딸을 대학에 보낸 부모들은 자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들의 경우 딸에 비해 부모로부터 신혼 주거 자금을 지원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거 자금을 지원받은 아들과 딸의 비율

은 신혼 주거 자금을 지원 받은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타

주거 자금을 수혜한 비율 또한 아들이 딸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딸보다는 아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더 컸다는 점을 암시한다. 신혼 주거 자금을 지원받은 아들의 비율은

53.35%로 절반이 넘지만 신혼집 마련 이외에 주거 자금을 지원받은 비

율은 26.68%로 네 명중 한 명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주거마련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이 혼인이라는 전이과정과 맞물려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아들과 딸의 70% 이상은 부모로

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G3) 출산과 관련하

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성인자녀(G2)의 비율은 약 20.14%로 다섯 명 중

에 한 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이 영역 모두 젠더에 따른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경우 딸에 비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영

역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

평균 2개의 영역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딸은 평균 1.6개의 영역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

초기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부모의 경제적 책임이 아들에게 더 크며, 아들

을 둔 부모가 지원의 범위를 더 크게 느낀다는 선행연구(이윤석,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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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자녀가 성인기 전이과정동안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구분
남성 여성

χ2

N % N %

대학

이상

학비

해당없음 519 71.00 723 80.96

24.93

***

전혀없음 43 5.88 36 4.03

일부수혜 15 2.05 19 2.13

상당부분수혜 39 5.34 34 3.81

거의전부수혜 115 15.73 81 9.07

결혼

준비

비용

해당없음 13 1.78 13 1.46

4.11

전혀없음 210 28.73 220 24.64

일부수혜 235 32.15 314 35.16

상당부분수혜 182 24.90 229 25.64

거의전부수혜 91 12.45 117 13.10

신혼

주거

자금

해당없음 22 3.01 28 3.14

115.83

***

전혀없음 319 43.64 611 68.42

일부수혜 201 27.50 155 17.36

상당부분수혜 132 18.06 81 9.07

거의전부수혜 57 7.80 18 2.02

기타

주거

자금

해당없음 33 4.51 35 3.92

18.88

**

전혀없음 503 68.81 693 77.60

일부수혜 132 18.06 111 12.43

상당부분수혜 40 5.47 41 4.59

거의전부수혜 23 3.15 13 1.46

자녀

출산

지원금

해당없음 43 5.88 50 5.60

7.08

전혀없음 559 76.47 645 72.23

일부수혜 103 14.09 169 18.92

상당부분수혜 17 2.33 21 2.35

거의전부수혜 9 1.23 8 0.90

　 　 평균 SD 평균 SD t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영역의 수
1.90 1.48 1.58 1.31

4.65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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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년기 자녀와 노부모와 사이의 지원교환

먼저 지난 1년간 노부모가 중년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노부모로부터 지난 1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중년 자녀는

약 6.47%,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중년자녀는 약 4.31%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중년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지원교환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와의 지원교환 패턴을 살펴본 한경혜와 한민아(2004)의 연구에서는 경제

적·도구적 지원교환에서 호혜적인 패턴을 보이는 비율이 2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지원

교환패턴을 확인한 박경숙(2003)의 연구 역시 호혜적 유형의 비율을

18%가량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50세에서 58세 사이의 중년자녀와 평균연령이 80세 가량인 노부모 사이

의 지원교환에서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제공받은 중년자녀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연령이나 생애단계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코호트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준비 없이 고령노인이 되어버린 코호트로 경제적인

지원능력을 지니고 있는 비율이 극히 낮고, 따라서 자녀에게 지원을 제

공할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장경섭,

2001). 이러한 코호트 특성으로 인하여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 경제

적 자원 이전이 활발하게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중년자녀의 비율이 낮은 것 또한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는 자녀

의 비율이 낮은 것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료된다.

중년에 접어든 자녀가 노년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성격과 양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표 4-4]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노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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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딸과 아들의 비율은 모두 75% 가량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이처럼 높은 비율의 중년자녀가 노부모

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것은 노부모의 소득이 사적의전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석재은, 2003; 이소정 외, 2011)를 지

지하는 결과이며,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구조를

지적한 논의(장경섭 외, 2013; 진미정, 2015)와 조응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아들과 딸 모두에게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책임이 주어

지고 있으며 높은 비율의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과 지원 금액에 있어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원

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2%로 딸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중년 자녀 중 아내의

부모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보다 남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한 한경혜와 김상욱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들이 딸에 비하여 노년기 부모에

대한 일차적 경제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

이다.

[표 4-3] 지난 1년간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한 딸과 아들의 비율

구분
남성 여성

χ2
N % N %

경제적

지원

정기적제공 235 32.15 198 22.17
21.928

***
비정기적제공 320 43.78 472 52.86

제공하지않음 176 24.08 223 24.97

도구적

지원

정기적제공 41 5.61 43 4.82

1.248비정기적제공 130 17.78 175 19.60

제공하지않음 560 76.61 675 75.59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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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자녀 중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들과 딸의 비율

은 75% 이상이지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2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서구의 연구에서는 중년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지원

교환이 노부모에 대한 시간지원과 이에 대한 경제적 보답의 형태로 나타

난다고 주장된바 있는데(Leopold & Raab, 2011), 한국의 중년자녀들은

오히려 노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의존성이 큰 현 노

인 코호트의 특성과 사회발전과 더불어 부모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어낸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도구

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노부모를 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노부모들의 건

강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표 4-1] 참조).

[표 4-4] 딸과 아들이 지난 1년간 노부모에게 제공한 지원의 양

구분
남성 여성

t
평균 SD N 평균 SD N

경제적

지원

정기적제공

(만원/월)
23.59 38.37 235 16.46 12.88 198 2.50*

비정기적제공

(만원/년)
72.47 71.03 319 56.98 52.14 470

3.53

***

도구적

지원

정기적제공

(시간/월)
20.05 26.45 41 26.63 29.69 43 -1.08

비정기적제공

(시간/년)
48.95 117.25 128 60.20 295.99 173 -0.45

*p < 0.05, **p < 0.01, ***p < 0.001

[표 4-4]는 딸과 아들이 지난 1년간 노부모에게 제공한 지원의 양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아들은 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노부모에게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딸은 평균

적으로 노부모에게 16만원 가량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들의 경우



- 36 -

에는 딸보다 1.5배 가량 많은 월 24만원 정도를 노부모에게 드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들은 1년에 약

72만원을 지원하고 딸은 1년에 57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들이 더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

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딸보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더

크게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아들은 딸에 비해 정기적으로 노부

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나 비정기적

으로 제공하는 경우 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노부모에게 드린다는 것

이다.

한편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자녀의 젠

더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선 연구들이 성별화된 가족

내 역할로 인해 남성은 노부모에게 주로 경제적 지원을 여성은 시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 것(하석철, 2015)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앞선 연구들이 노부모와의 지원교환을 살펴볼 때 본인

과 배우자의 부모를 모두 포함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모와의 지

원교환에만 주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인 부모와의

지원교환만을 살펴보았을 때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에

있어 딸과 아들 사이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노부모에 대한 일차적 부양책임이 아들 내외에게 주어지고 노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은 주로 며느리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지적(이여

봉, 2011)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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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녀의 젠더와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

1. 아들과 부모 사이의 지원교환과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와 최근 1년

간 부모에게 도구적 혹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현재 아들이 노부

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및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5]와 [표 4-6]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4-5]는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모델 1]은 단기적 호혜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 현재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혹은 도구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들이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는지 확

인하였으며, [모델 2]는 아들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가 현재 아들이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

이는지 파악하여 장기적 호혜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아들이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

부와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

역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있어서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노부모의

필요와 아들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들의 경우 노부모의 경제상태가 더 나쁠수록 부모에게 정기적인 형태

와 비정기적인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가구소득이 높은 것 역시 노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형

태와 비정기적인 형태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아들의 능력이 되고 노부모의 경제적 필요가 존재하면 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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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노부모의 거주형태 또한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

는 아들은 노부모와 동거하는 아들에 비해 노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비정기적인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난 사건이나 특정한 행사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가계경제를 공

유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정기적인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노부모와 따로 사는 아

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수준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행동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 선행연구(한경혜, 김상욱, 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남 여부나 노부모의

건강상태, 그리고 혼인지위 역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장남이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 가족규범이 변화하였다는 논의를 일부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부

모의 전폭적인 투자로 인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에서 거주하게 된 장

남들의 경우 부모와 거주공간이 분리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한경혜, 윤순덕, 2000)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6]은 아들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여준다. 아들이 현재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을 받고 있는 것은 노부모에게 도구적인 지원을 비정기적인 형태로 제공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현재 노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것은 노

부모에게 정기적인 형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는 관계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이 노부모에게 비일상적인 상황에 집안일이

나 장보기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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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노부모

에게 정기적으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

하는 아들의 경우 노부모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자녀이고 이로

인해 호혜성의 원리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내면화한 노부모 부양규범이나

이타주의적 태도에 기초하여 지원제공 행동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부

모와 자녀의 경우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만큼 건강이나 경제적인 면에

서 대등한 입장이 아닐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내면화한 부양가치와 부모와 자녀가 놓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에 주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들의 경우 성인

기 전이과정 동안 노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는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제공행동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구소득이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아들일수록 정기적으로 도구

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구적 지원

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노부모와 따로 사는 것은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추었지만 비정기적으로 도구적인 지원을 제공

할 가능성은 높였다. 이 역시 동거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도

구적 지원을 교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정리하자면 아들의 경우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노부모에게 받은 경제

적인 지원과 현재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지원 행동 사이에는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부모에게 도구적인 지원을 비정기적

인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단기적 호혜성이 관찰되었다. 아들의 경우

호혜성의 원리보다는 아들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노부모의 경제적 필

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두 가지 영역의 지원제공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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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노부모에 대한 아들의 경제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 (N=722) 모델 2 (N=722)
정기적 비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10.83 (1.93)*** 　 -6.61 (1.74)*** 　 -10.28 (1.89)*** 　 -5.80 (1.70)** 　
자녀특성
장남 0.20 (0.21) 1.23 -0.03 (0.20) 0.97 0.19 (0.21) 1.21 -0.05 (0.20) 0.95
기혼 -0.02 (0.41) 0.98 0.76 (0.44) 2.15 -0.13 (0.40) 0.88 0.63 (0.43) 1.88
가구소득 1.04 (0.22)*** 2.84 0.50 (0.19)* 1.65 1.02 (0.22)*** 2.78 0.46 (0.19)* 1.58
교육수준 0.17 (0.09) 1.19 0.08 (0.09) 1.08 0.18 (0.10) 1.19 0.05 (0.09) 1.05
노부모특성
건강상태 -0.12 (0.12) 0.89 -0.11 (0.12) 0.89 -0.12 (0.13) 0.89 -0.12 (0.12) 0.89
경제상태 0.50 (0.15)** 1.65 0.32 (0.14)* 1.38 0.49 (0.15)** 1.63 0.32 (0.14)* 1.38
노부모거주형태 (ref. 나와 동거)
독립거주 0.55 (0.32) 1.73 1.47 (0.36)*** 4.33 0.33 (0.29) 1.39 1.20 (0.33)*** 3.32
다른자녀와동거 0.28 (0.36) 1.32 1.67 (0.39)*** 5.30 0.05 (0.34) 1.06 1.40 (0.36)*** 4.05
현재 부모에게 지원 수혜 여부
경제지원 수혜 0.03 (0.48) 1.03 0.16 (0.43) 1.17
도구지원 수혜 0.89 (0.51) 2.44 1.02 (0.54) 2.77
과거 경제지원 수혜 정도 -0.01 (0.04) 0.99 0.03 (0.04) 1.03
-2LL 1407.68 1456.92
χ2 83.26*** 80.13***
df 20 18
psuedo R2 0.12 0.12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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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노부모에 대한 아들의 도구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 (N=722) 모델 2 (N=722)
정기적 비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12.25 (3.19)*** 　 -8.03 (1.93)*** 　 -10.90 (3.08)*** 　 -7.22 (1.90)*** 　
자녀특성
장남 -0.57 (0.35) 0.57 0.30 (0.20) 1.35 -0.57 (0.35) 0.57 0.28 (0.20) 1.32
기혼 -0.96 (0.57) 0.38 0.35 (0.58) 1.41 -1.07 (0.56) 0.34 0.23 (0.57) 1.26
가구소득 0.96 (0.36)** 2.60 0.33 (0.21) 1.40 0.89 (0.36)* 2.44 0.28 (0.21) 1.32
교육수준 0.08 (0.14) 1.09 0.11 (0.09) 1.11 0.16 (0.15) 1.17 0.06 (0.09) 1.06
노부모특성
건강상태 0.26 (0.20) 1.29 0.21 (0.12) 1.24 0.29 (0.20) 1.33 0.20 (0.12) 1.22
경제상태 0.43 (0.22) 1.53 0.25 (0.14) 1.28 0.33 (0.23) 1.38 0.24 (0.14) 1.27
노부모거주형태 (ref. 나와 동거)
독립거주 0.16 (0.52) 1.18 1.56 (0.52)** 4.74 -0.19 (0.45) 0.83 1.47 (0.49)** 4.36
다른자녀와동거 -1.07 (0.67) 0.34 0.92 (0.55) 2.51 -1.43 (0.62)* 0.24 0.84 (0.52) 2.32
현재 부모에게 지원 수혜 여부
경제지원 수혜 0.66 (0.67) 1.94 0.84 (0.40)* 2.31
도구지원 수혜 1.16 (0.62) 3.17 0.42 (0.62) 1.52
과거 경제지원 수혜 정도 -0.10 (0.07) 0.90 0.05 (0.03) 1.05
-2LL 879.00 904.20　
χ2 66.98*** 63.86***
df 20 18
psuedo R2 0.12 0.11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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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딸과 부모 사이의 지원교환과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와 최근 1년

간 부모에게 도구적 혹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현재 딸이 노부모

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및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7]과 [표 4-8]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4-7]은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현재 노부모로부터 경

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노부모에게 비정기적인 형태로 경제적 지원

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함에 있어 단기적 호혜성의 원리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인기 전

이과정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는 현재 노부모에게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높은 것은 노부모에게 정기적인 형태와 비

정기적인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노부모의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노부모에게 정기적인 형태와 비

정기적인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 역시 자신이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되고 노부모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아들과

달리 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것이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딸

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인적자원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8]은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여준다. 딸의 경우 현재 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과

거에 지원을 받은 정도 모두 현재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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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과거 성인기 전이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중년이 된 딸이 노부모에게 비정기적인 형태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부모에게 도

구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딸이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딸이 자신의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과 도

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딸이 보유한

인적자원은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하지만 딸이 보유한 가구소득이 많은 것은 오히려 딸이 노부

모에게 정기적으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낮추었다. 아들의 경

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

은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수입이 클수록 노부모

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때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자녀의 소득이 많을

수록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하였다(Couch et

al, 1999). 또한 자녀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많을 경우 노부모에게 도

구적 지원을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노부모를 위하여 도구적 지원을 구매

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Shuey & Hardy, 2003). 따라서 딸의 수입이 큰

것은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할 때의 기회비용을 높여 도구적 지원제

공의 가능성을 낮추거나,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구매하여 제공

할 가능성을 높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단위로 자녀의 경제적 자

원을 측정하였기에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을 활

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노부모의 거주형태는 딸이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노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

과 비정기적으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였지만,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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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추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의 경우 비일상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딸의 경우 과거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

원을 받은 것과 현재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

는 것은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 호혜성과 단

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확인되었다. 또한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함에 있어서도 단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발견되었다. 아들의 경우에는 자

신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지원

제공 가능성이 모두 높아진 반면, 딸의 경우에는 지원 영역에 따라 자신

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보다 복잡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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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노부모에 대한 딸의 경제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 (N=886) 모델 2 (N=886)
정기적 비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10.29 (1.83)*** 　 -6.31 (1.51)*** 　 -10.04 (1.82)*** 　 -6.11 (1.49)*** 　
자녀특성
장녀 0.11 (0.21) 1.12 0.25 (0.17) 1.28 0.11 (0.21) 1.12 0.24 (0.17) 1.27
기혼 0.01 (0.34) 1.01 0.47 (0.28) 1.60 0.00 (0.34) 1.00 0.45 (0.28) 1.56
가구소득 0.95 (0.20)*** 2.58 0.41 (0.16)* 1.50 0.94 (0.20)*** 2.56 0.38 (0.16)* 1.46
교육수준 0.26 (0.10)* 1.30 0.03 (0.09) 1.03 0.24 (0.11)* 1.27 0.00 (0.09) 1.00
노부모특성
건강상태 -0.24 (0.12) 0.79 -0.19 (0.10) 0.83 -0.24 (0.12) 0.79 -0.18 (0.10) 0.83
경제상태 0.66 (0.14)*** 1.93 0.51 (0.12)*** 1.67 0.66 (0.14)*** 1.93 0.49 (0.12)*** 1.63
노부모거주형태 (ref. 나와 동거)
독립거주 0.12 (0.43) 1.12 2.12 (0.59)*** 8.37 -0.03 (0.40) 0.97 2.23 (0.58)*** 9.26
다른자녀와동거 -0.30 (0.45) 0.74 2.05 (0.60)** 7.76 -0.47 (0.42) 0.63 2.14 (0.59)*** 8.54
현재 부모에게 지원 수혜 여부
경제지원 수혜 0.43 (0.45) 1.54 0.77 (0.38)* 2.15
도구지원 수혜 0.68 (0.54) 1.97 -0.13 (0.56) 0.88
과거 경제지원 수혜 정도 0.04 (0.05) 1.04 0.06 (0.04) 1.06
-2LL 1636.90 1683.85
χ2 109.98*** 104.74***
df 20 18
psuedo R2 0.13 0.13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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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노부모에 대한 딸의 도구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 (N=886) 모델 2 (N=886)
정기적 비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3.73 (2.49) 　 -3.71 (1.77)* 　 4.18 (2.49) 　 -3.42 (1.78) 　
자녀특성
장녀 0.18 (0.34) 1.20 0.09 (0.17) 1.09 0.16 (0.34) 1.17 0.08 (0.18) 1.08
기혼 -0.59 (0.47) 0.55 0.23 (0.33) 1.26 -0.62 (0.46) 0.54 0.20 (0.33) 1.22
가구소득 -0.68 (0.28)* 0.51 -0.09 (0.17) 0.91 -0.66 (0.28)* 0.52 -0.14 (0.16) 0.87
교육수준 0.25 (0.16) 1.29 0.19 (0.09)* 1.21 0.19 (0.16) 1.21 0.10 (0.09) 1.11
노부모특성
건강상태 -0.08 (0.20) 0.93 0.08 (0.10) 1.08 -0.10 (0.20) 0.90 0.08 (0.10) 1.09
경제상태 0.09 (0.22) 1.09 0.01 (0.12) 1.01 0.13 (0.22) 1.14 0.00 (0.12) 1.00
노부모거주형태 (ref. 나와 동거)
독립거주 -1.46 (0.51)** 0.23 2.09 (1.03)* 8.08 -1.91 (0.44)*** 0.15 2.22 (1.03)* 9.19
다른자녀와동거 -1.89 (0.59)** 0.15 1.66 (1.04) 5.24 -2.40 (0.53)*** 0.09 1.79 (1.04) 6.02
현재 부모에게 지원 수혜 여부
경제지원 수혜 0.28 (0.64) 1.32 0.90 (0.30)** 2.45
도구지원 수혜 1.65 (0.56)** 5.19 0.28 (0.51) 1.32
과거 경제지원 수혜 정도 0.06 (0.07) 1.06 0.13 (0.04)*** 1.14
-2LL 1100.74 1121.26
χ2 78.00*** 72.96***
df 20 18
psuedo R2 0.11 0.11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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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는 2012년에 조사한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고 이것이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딸과 아들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

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와 종류를 살펴보았으며, 중년이 된 딸과

아들이 노부모와 주고받는 지원교환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자녀

가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와 중년기에

접어든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가 아들과 딸이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과 관계되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이 딸에 비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더 다양한 영

역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상의 학비, 신혼주거비용, 그리고 기타주거비용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

원을 받은 아들의 비율은 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아들은 딸에 비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의 사회적 성취가 강조되어왔던 한국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서 부모는 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의무를 더 강하게 인

식한다는 이윤석(2011)의 주장, 그리고 아들이 딸에 비해 성인초기에 부

모로부터 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밝힌 김혜경(2013)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들은 딸에 비해 신혼주거자금이나

기타주거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혼 준비 비용과 출산 비용을 부모에게 지원받은 비율은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이 된 자녀 중 현재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6.47% 도구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4.31%로 나타났으며 딸

과 아들 사이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중년의 아들과 딸 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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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75%가량으로 자녀의 젠더에

관계없이 4명 중 3명의 베이비부머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에서는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

원을 제공하는 아들의 비율이 32.2%로 딸에 비해 10% 포인트 높았으며

아들이 노부모에게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

의 아들과 딸 중 대다수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아들이

보다 정기적인 형태로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년부

부가 아들의 부모에게 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한경혜·윤

성은(2004)의 연구와 일치하며, 부계 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이 보다 의

무적인 성격을 띤다는 선행연구(한경혜, 김상욱, 2010; Kim et al., 2015)

들의 주장과 결을 같이하는 연구결과이다.

셋째, 자녀의 젠더와 지원 영역에 따라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

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자녀가 중년이 되었을 때 노부모

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미치는 영향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딸

의 경우 성인기 전이 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딸이

중년이 되었을 때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비정기적인 형태로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었다. 하

지만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는 중년이

된 아들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도구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딸의 경우에만 장기적 호혜성

의 원리가 가시적으로 관찰된 것이다.

한편 중년의 아들과 딸은 성인기 전이 과정동안 받은 경제적 지원의

정도와 관계없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과 딸 모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적 호혜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크게 기대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녀가 의무 혹은 책임의 차원에서 노부모

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들과 딸 모두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노부모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노부모에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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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녀의 젠더와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세대 간 지원교환

의 단기적 호혜성의 발현 여부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

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아들의 경우에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에 도구적 지원을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노부모에게 지난 1년간 도구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은 딸이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도구적인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만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년자녀와

노부모 사이에도 지원교환에서도 즉각적인 호혜성이 존재한다는 선행연

구들의 주장(한경혜, 한민아, 2004; Albertini et al., 2007; Grundy et al.,

2012; Leopold & Raab, 2011)과 일치하며, 지원영역에 따라 지원제공을

설명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의 발견(한경혜, 김상욱, 2010;

Leopold & Raab, 2011)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는 호혜성의 원리가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

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중년자

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이 자녀가 성인기 전이과정이나

현재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세대관계에서도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이나 지연된

형태로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원교환이 단기적·장기적인 호혜성을 띤다

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를 중년 자녀에게 일방

적으로 지원을 받는 피동적 존재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는 행위자의 역할을 조망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부양책임과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이 아들과 딸에게 다른

방식으로 관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

적·단기적 호혜성의 원리는 아들과 노부모 사이의 지원교환보다는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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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사이의 지원교환에서 더 많은 부분 발견되었으며, 아들의 경우에

는 자신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많은 것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도구

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부

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더 크게 주어지는 아들과 노부모사이의

지원교환보다는 보다 선택적으로 지원교환이 이루어지는 딸과 노부모 사

이의 관계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보다 가시적으로 관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노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족에게 부여된 노부모 부양책임이 특히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에 대

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호혜성의 원리보다는 자녀가 보유한

자원과 노부모의 필요가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제공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 노부모에

게 지원을 받은 경험과 관계없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을 제공하는 현상을 통해서 세대 간 지원교환의 이타주의적 측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

는 장기적 호혜성을 조망하기 위하여 성인기 전이과정 이라는 특정한 생

애단계 동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만을 고려했다. 이로 인해 연

속적인 삶의 시간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적 호혜성의 개념 중 일부

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경

제적 지원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도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선행연

구들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시간적·정서적 지원이 시간이 흐른 뒤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Silverstein et al., 2002). 따라서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

는 후속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지원교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를 중

년이 된 자녀가 회고적으로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여 측정했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회고적 응

답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하여 보다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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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녀의 응답에 기초하여 단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만을 조망하였기 때문에 세대 간 지원교환이 놓인(embedded) 친족

관계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 부부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시간적 자원을 자신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분배하기 때문

에 양계 부모와 주고받는 자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경혜, 김상

욱, 2010; Silverstein & Giarrusso, 2010). 뿐만 아니라 부모는 한 명 이

상의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기 때문에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을 고려할 때 자녀의 형제자매를 것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

다(Leopold & Raab, 2013). 따라서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살펴보

는 후속연구에서는 세대관계가 놓인 친족관계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정

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세대 간 지

원교환의 호혜성을 살펴보았다는 점,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

였다는 점, 그리고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

대 간 지원교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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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표 6-1] 노부모 거주형태와 세대 간 지원교환

노부모 거주형태
χ2

독립거주 나와동거
나의형제

자매와동거

지원제공

(G2→G1)

경제적지원
정기적 279(27.7) 53(42.4) 101(20.5) 61.5

***
비정기적 499(49.6) 22(17.6) 271(55.1)
제공안함 229(22.7) 50(40.0) 120(24.4)

도구적지원
정기적 51(5.1) 20(16.0) 13(2.6) 63.3

***
비정기적 226(22.4) 6(4.8) 73(14.8)
제공안함 730(72.5) 99(79.2) 406(82.5)

지원수혜

(G1→G2)

경제적지원
정기적 4(0.4) 3(2.4) 0(0.0) 21.0

***
비정기적 72(7.1) 2(1.6) 24(4.9)
제공안함 931(92.5) 120(96.0) 468(95.1)

도구적지원
정기적 2(0.2) 32(25.6) 2(0.4) 349.5

***
비정기적 24(2.4) 5(4.0) 5(1.0)
제공안함 981(97.4) 88(70.4) 48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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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표 6-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남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03 .02 -.02 .00 .04 .07 -.15** .02 -.01 .02 .06 -.06 -.06 .06
2 .03 1.00 .31** .15** .00 .08* .10** .08* .123** -.06 -.24** .00 .09* -.08* .07
3 .02 .31** 1.00 .31** .07 .23** .04 .01 .231** -.05 -.11** .15** .01 .06 .06
4 -.02 .15** .31** 1.00 .03 .16** .13** -.07* .41** .02 -.08* .10** .00 .03 .07
5 .00 .00 .07 .03 1.00 .41** .07 -.10** -.01 .07 .01 .00 -.01 -.06 -.07*

6 .04 .08* .23** .16** .41** 1.00 .09* -.07* .18** .12** -.01 -.04 .00 -.07 -.05
7 .07 .10** .04 .13** .07 .09* 1.00 -.76** .10** .04 -.18** .04 .01 .03 .14**

8 -.15** .08* .01 -.07* -.10** -.07* -.76** 1.00 -.06 -.04 -.11** -.10** .12** -.08* -.07
9 .02 .12** .23** .41** -.01 .18** .10** -.06 1.00 .09* .03 .01 .05 -.05 .09*

10 -.01 -.06 -.05 .02 .07 .13** .04 -.04 .09* 1.00 .06 -.02 .01 .02 .06
11 .02 -.24** -.11** -.08* .01 -.01 -.18** -.11** .03 .06 1.00 .05 -.05 .11** -.04
12 .06 .00 .15** .10** .00 -.04 .04 -.10** .01 -.02 .05 1.00 -.61** .18** .08*

13 -.06 .09* .01 .00 -.01 .00 .01 .12** .05 .01 -.05 -.61** 1.00 -.07 .08*

14 -.06 -.08* .06 .03 -.06 -.07 .03 -.08* -.05 .02 .11** .18** -.07 1.00 -.11**

15 .06 .07 .06 .07 -.07* -.05 .14** -.07 .09* .06 -.04 .08* .08* -.11** 1.00

*p<0.05 **p<0.01

주: 1, 2, 7, 8, 10, 11, 12, 13, 14, 15은 범주를 구분하기 위한 가변수로 0과 1값을 가짐.

1: 장남여부 2: 기혼여부 3: 가구소득 4: 교육수준 5: 노부모건강상태 6: 노부모경제상태 7: 노부모만 따로 거주 8: 노부모

와 나의 형제자매 동거 9: 성인기전이과정 중 G1→G2 지원 정도 10: 최근 1년간 G1→G2 경제적 지원 여부 11: 최근 1년

간 G1→G2 도구적 지원 여부 12: 최근 1년간 G2→G1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여부 13: 최근 1년간 G2→G1 비정기적인 경

제적 지원 여부 14: 최근 1년간 G2→G1 정기적인 도구적 지원 여부 15: 최근 1년간 G2→G1 비정기적인 도구적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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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표 6-3] 변수들 간 상관관계: 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01 .02 -.06 -.03 -.02 .05 -.06 .06 .06 .04 .00 .04 .02 .02
2 -.01 1.00 .23** .07* .02 -.01 .02 .01 .05 -.03 -.02 .01 .07* -.11** .03
3 .02 .23** 1.00 .32** .13** .18** .02 -.02 .19** .03 .02 .15** .00 -.10** .02
4 -.06 .07* .32** 1.00 .05 .15** -.01 -.02 .38** .12** .03 .14** -.07* .03 .08*

5 -.03 .02 .13** .05 1.00 .36** .02 -.01 .05 .03 .02 .03 .01 .00 -.02
6 -.02 -.01 .18** .15** .36** 1.00 .06 -.05 .15** .15** -.03 -.04 -.06 -.03 .01
7 .05 .02 .02 -.01 .02 .06 1.00 -.92** .05 .07 -.04 .02 .03 -.03 .10**

8 -.06 .01 -.02 -.02 -.01 -.05 -.92** 1.00 -.07* -.05 -.077* -.08* .05 -.07* -.07*

9 .06 .05 .19** .38** .05 .15** .05 -.07* 1.00 .17** .071* .06 .01 .02 .15**

10 .06 -.03 .03 .12** .03 .15** .07 -.05 .17** 1.00 .190** .00 .04 .02 .13**

11 .04 -.02 .02 .03 .02 -.03 -.04 -.08* .07* .19** 1.00 .12** -.08* .20** .00
12 .00 .01 .15** .14** .03 -.04 .02 -.08* .06 .00 .12** 1.00 -.57** .16** .06
13 .04 .07* .00 -.07* .01 -.06 .03 .05 .01 .04 -.08* -.57** 1.00 -.10** .11**

14 .02 -.11** -.10** .03 .00 -.03 -.03 -.07* .02 .02 .20** .16** -.10** 1.00 -.11**

15 .02 .03 .02 .08* -.02 .01 .10** -.07* .15** .13** .00 .06 .11** -.11** 1.00

*p<0.05 **p<0.01

주: 1, 2, 7, 8, 10, 11, 12, 13, 14, 15은 범주를 구분하기 위한 가변수로 0과 1값을 가짐.

1: 장녀여부 2: 기혼여부 3: 가구소득 4: 교육수준 5: 노부모건강상태 6: 노부모경제상태 7: 노부모만 따로 거주 8: 노부모

와 나의 형제자매 동거 9: 성인기전이과정 중 G1→G2 지원 정도 10: 최근 1년간 G1→G2 경제적 지원 여부 11: 최근 1년

간 G1→G2 도구적 지원 여부 12: 최근 1년간 G2→G1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여부 13: 최근 1년간 G2→G1 비정기적인 경

제적 지원 여부 14: 최근 1년간 G2→G1 정기적인 도구적 지원 여부 15: 최근 1년간 G2→G1 비정기적인 도구적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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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ng on a life course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long-term and short-term 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Korean context. Since the reasons for providing filial support are

believed to differ by gender, we focused on how a child’s gender

interplays with both types of recipro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iddle-aged sons (N=731) and daughters

(N=893) with at least one surviving paren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then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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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level of support a child currently provides to parents and

the current or previous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Dependent

variables are financial and instrumental support that middle-aged

child currently provide to parents. Financial and instrumental supports

a child received from parents within a year are included in the model

as an independent variables to assess short-term reciprocity. Financial

supports child have received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iod

are included in the model to explore long-term reciprocity.

The major findings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amount and the type of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iod was differed by gender.

Sons received higher level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rocess than daughters. Sons are

more likely to received support on the college education and the

housing purchase.

Second, only small proportion of middle aged sons and daughters

received financial or instrumental support from aging parents.

Meanwhile more than 75% of middle aged children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aging parents and more than 20% of sons and daughters

provided instrumental support to aging parents. When it comes to the

way of financial support that is provided from middle aged children

to aging parents, gender difference has been witnessed. Higher ratio

of sons provided financial support regularly than daughters whereas

higher ratio of daughter provided support irregularly than sons. And

Sons provided larger amount of financial support to aging parents

compared to daughters.

Third, the long-term reciprocity only explained the provision of

instrumental support from daughters. Daughters provided instrumental

support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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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rocess, but this relation was not

observed for sons.

Fourth, short-term reciprocity has been found both for sons and

daughters. Daughters provided instrumental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in response to current financial or instrumental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and sons provided instrumental support in

response to current financial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This study provide clue that long term and short term reciprocity

exist in a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Korea. Also it implies that the

norm of reciprocity interplays with sociocultural context, especially

with filial responsibility.

keywords : Intergenerational exchange, Long-term reciprocity,

Short-term reciprocity, Filial responsibilit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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