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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우리말우리말우리말    줄임글줄임글줄임글줄임글    

 

본 연구는 ‘결혼’이라는 현상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하객 

연결망의 구조와 연결망이 사회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결혼이라는 관행은 오랜 옛날부터 존재 하였다. 결혼을 

포함한 의례에 대한 부조금의 관행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그것은 일상생활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객은 부조금을 냄으로써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조금은 인간관계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조금은 일종의 선물이다. 결혼식에서 확인되는 

부조금과 하객 연결망을 통해 특정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인간관계 즉 사회자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결혼의 의례를 통해 개인들 사이,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회자본의 양과 질을 재확인한다.  

한국의 경우 부친이 하객 초청 원인자(혼주)이다. 사례마다 혼주의 생활배경을 

바탕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하객 연결망이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부조금을 내는 하객 중에는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형제의 친구들이 있다는 점도 

한국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조사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하객의 연결망은 생태적인 혈연, 지연과 선택적인 학연, 직장, 동호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연결망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객 연결망이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모든 경우에 존재하였고, 연결망의 겹침을 볼 수 있었다. 전통적 관계인 혈연, 

지연, 학연은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가 공존하였고, 근대적 관계인 직장, 동호회는 

약한 연대였다. 하객 연결망 가운데서도 혈연은 숫적으로는 적었지만 부조금의 

크기에서 1 인당 평균을 상회하는 등 중요할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혼주와 

하객과의 친밀도와 부조금에 상관관계가 있어 부조를 많이 할수록 친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경우 결혼 당사자가 하객 초청 원인자(혼주)이다. 하객들은 주로 결혼 

당사자와 현재 관계가 있는 학연과 직장을 매개로 한 사람들이었고, 하객 연결망의 

크기는 작고 모두 강한 연대였다. 집단성원 간의 실제적인 접촉의 시간적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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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사회자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부조행위는 개인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와 그 연결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결혼이라는 특정상황에서 타인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녀의 결혼 행위를 통해 그리고 연결망 속의 

구성원들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결혼식 참여는 그 성격상 개인의 관심과 목적에 따른 선택적 측면과 의무적 측면이 

공존한다. 다시 말해 선택적 자유의 성격과 강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물론 

혈연이나 지연, 학연으로 묶인 집단이라도 그 안에 속하는 하객들의 결혼식 참여의 

정도는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객 연결망을 통해서 보는 결혼 

당사자 혹은 부모와 하객 개개인들 사이의 관계와 규범적 틀이 중요시되는 구성원들 

간의 연대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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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호회, 친밀성, 강한 연대, 약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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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장장장장    문제문제문제문제    제기제기제기제기    및및및및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의례를 치르면서 성장하며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결혼은 특히 중요한 의례라 할 수 있다. 결혼은 사회적 위치와 신분,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 계층에 따라서 의례와 관련된 역할 및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며, 또한 의례와 

관련된 노동을 통하여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상부상조의 모습을 띠게 

된다. 따라서 결혼은 결혼 당사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혼주를 비롯한 가족이나 이웃 

및 친지들의 공동행사로 접근해야 한다.  

물론 결혼이 갖는 의미는 개인의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결혼의 개념이란 ‘집단과 집단의 결합’이란 측면이다. 

현대사회에서 접어들수록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적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이 아무리 개인적 차원의 의례로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결혼식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침으로써 

결혼 당사자 들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 부부, 시부모, 장인과 장모, 

사위와 며느리 등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기도 하고 또한 부여 받기도 한다. 즉 

결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아 서구의 결혼이 남녀간의 의무에 무게를 둔 계약의 의미가 강하고 

이에 준해서 하나의 가족이 구성되는 것이라면, 동아시아의 문화전통에서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가족과 가족 나아가서 집단과 집단의 결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삼고 개인을 가족관계망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로 파악하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문화전통에서 결혼은 가족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확인시키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의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의례에 참석하는 하객의 구성 및 

그들이 내는 축의금의 규모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현대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는 결혼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통과의례에서 부조를 하는 전통은 아직도 

자연스럽게 남아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노동력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형태의 선물 

주기
1
(gift giving)라는 상호교환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적 도음은 

                                                   
1

 현대사회에서 선물을 주는 현상을 이해하는 견해 중 대표적인 학자는 인류학자 

모스(Mauss)이다. 이는 선물을 주는 행동은 이론상 자발적인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의무감에서 

주고받는 것이며, 의무의 본질은 줄 의무, 받을 의무, 되갚을 의무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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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정신적인 유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강화가 이루어지곤 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의례에 동반하는 부조를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 실제 결혼에서 선물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 의무감 때문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건 선물은 결혼의 

형식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요소로서 결혼을 둘러 싼 사회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Anne H. Betteridge, 1985; 이상협, 1992: 13). 특히 선물의 

관점에서 부조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부조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아는 언뜻 생각하면 마치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따라 부조의 액수가 정해지는 측면이 강하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결혼식을 통하여 하객으로서 누가 오며, 얼마나 많이 오며, 

그들끼리 어떤 관계이고, 부조금을 얼마나 내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결혼식에서 

확인되는 혼주 및 결혼 당사자의 인간관계를 질적 및 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하객 연결망과 부조금을 분석하는 관점으로서는 최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자본
4
”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결혼은 결혼당사자 및 

혼주 혹은 그 가족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평소에 유지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양과 질을 

특정한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결혼식에 관한 연구는 모두 결혼식이라는 의례 현상의 외면적 기술에만 

머물러 있을 뿐 하객의 구성이나 부조금의 액수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관계 나아가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자본의 구성과 축적에 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결혼식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부조금을 어느 정도나 낸다’는 

문제에 머물러 있어 왔기 때문에, ‘왜 어떤 하객은 부조금을 많이 내고, 다른 하객은 

적게 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하객 한 사람이 부조금을 얼마나 냈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의무들은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물질적인 것 이외의 비물질적인 유대관계의 결속도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Mauss, 1990). 
2
 “선물은 동시에 뒤섞여”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유롭고 무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이며 타산적인 급부”(Mauss, 1990, 이상률, 2002)라고 정의 하고 있다. 
3
 이러한 관점의 반면, 선물이 사회적인 의무감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해지기도 한고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한 범위 내에서의 

선물의 개념은 오늘날의 선물관행의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상협, 1986: 14). 
4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다음 2장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3 

부분이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결혼 사례 각각 

다섯을 동원해 부조금의 세부 내역을 방명록을 기초로 인터뷰하여 하객 연결망과 

부조금의 액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하객 연결망과 부조금을 

기초로 한일 간에 나타나는 결혼의 사회자본에 관한 실증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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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 : : 개념과개념과개념과개념과    측정측정측정측정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부르디외와 콜만에 의해 시작되었다.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ourdieu, 1986: 248). 따라서 부르디외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또한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Bourdieu, 1986: 249). 한편 콜만은 “사회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논하고 있다(Coleman, 1990: 

302).  

이러듯 개인들 사이에 발견되는 다양한 관계의 특성 즉 연결망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미시적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Lin, 2001: 19) 혹은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Portes, 1998: 6) 

등과 같이 정의된다. 또한 규범이나 관습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역할과 그에 따른 역할 간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과 역할의 관계에 기초한 ‘연결망(Network)
5
’의 존재는 사회자본을 만들어 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이다(Coleman, 1988; 유석춘, 2003).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정한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나 범위 혹은 연결망 내의 위치에 따른 중심성이나 배타성 그리고 

자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Burt, 2001). 한편 거시적 연구에서 

                                                   
5
 김용학(2003)은 ‘연결’을 보편주의적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적 관계라고 하고, ‘연줄’은 

지연이나 학연, 혈연처럼 특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인 구분은 구체적인 현상을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다. 즉 친척을 제외한 하객들이 

연결 관계인지, 연줄 관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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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족 혹은 이웃과 같은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현대적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그리고 결속력을 제공해주는 

효율적인 장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구현되는 자원이라는 지적에 대체로 동의한다(유석춘, 2003: 31).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로 하는 자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Lin, 2001: 24).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맺는 관계가 잠재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창출해 내는 동기와 사회자본으로 얻는 

효과는 순환적이며 동어 반복적이다(Portes, 1998; Woolcock, 1998).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자본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자본에 

투자한다. 사회자본을 창출해내는 접근방식으로 ‘도구적인 수단’과 ‘완성적 

동기’(Ostrom, 2000: 177), 한 집단의 ‘폐쇄성’ 혹은 ‘개방성’ 의 논쟁
6
 등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결망이나 관계에 나타나는 연대의 성격이 약한 것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한가 혹은 강한 것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한가 하는 논쟁(유석춘, 2003)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부르디외(1986), 콜만(1988), 퍼트남(1993)은 강한 연대와 상호신뢰가 

사회자본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 부르디외는 ‘상호 면식과 인정의 다소 

제도화된 관계들이 가지는 영속적인 연결망을 소유함으로써, 즉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자원들의 총합’이라고 말한다(Bourdieu, 

1986: 248-250). 또한 콜만은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결망으로서, 신뢰와 강한 연대가 존재하는 연결망이 

사회자본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포르테스(1998)는 상호간의 기대와 의무에 기반한 

사회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강한 연대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한편 버트(2000), 그라노베터(1973)는 연결망의 구속력이 강한 닫힌 세계 안에서 

                                                   
6
 이 논쟁은 “폐쇄적 연결망 만이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신뢰를 제공해주는 원천이 된다”(유

석춘, 2001)는 긍정적인 견해와 “사적 신뢰가 연린 관계망을 통해서 공적인 제도로 전환하기보

다는 개인들간의 신뢰관계는 닫힌 관계망을 통해 배타적인 파당으로 전환해왔다”(이재열, 1998)

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의 대립을 말한다. 



 6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조한’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강한 연대의 

집단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버트는 신뢰가 집단 간에 

있든 없든 간에 구조적 구멍이 중개해주는 약한 연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말한다(Burt, 2000). 물론 강한 연대에 기반한 집단의 경우 

약한 연대의 집단보다 연결망의 중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나타나는 정보의 중복성이나 위계적 조직 형태가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흔히 지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이어슨(Mayerson, 1997)이 제안하는 견해에 의거하여 사회자본의 

‘범위(size)’와 ‘깊이(depth)’를 동시에 측정하고자 한다. 범위는 행위자와 직접적인 

접촉 및 관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즉 연결망의 규모를 보는 양적인 측면에 대한 

지표이고, 깊이는 관계 구축과 유지에 대한 행위자의 친밀도를 보는 질적인 측면에 

대한 지표이다
7
.  

그러면 질적으로 밀도 있는 관계를 강한 연대로 보면,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라노베터(1973)는 관계의 ‘접촉 빈도’ 를 사용하여 1 주일에 

1 회이상 만나는 친한 친구는 ‘강한 연대’로 보고, 어쩌다 만나는 면식만 있는 경우는 

‘약한 연대’로 보았다. 한편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원천에 의해 구분하여 친척 혹은 

친구는 ‘강한 연대’로, 친구의 친구 그리고 이웃 등은 ‘약한 연대’로 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프리드킨(Friedkin, 2001)은 관계 조사 대상인 두 

사람이 모두 관계를 인정하면 ‘강한 연대’로 보고, 어느 한쪽만 인정하면 ‘약한 연대’로 

분류하였다. 한편 마르스텐(Marsden, 1982)은 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관계의 

‘빈도’라는 두 가지 지표는 관계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친밀성’이 대체로 관계의 

‘강도’를 잘 표현하는 지표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연결 강도에 대해 아직까지 확고한 정의와 측정 

방안이 정립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가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7

 그러나 ‘관계를 가진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상당하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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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결혼 당사자 혹은 부모와 하객과의 관계를 사회자본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양적인 면은 객관적인 지표인 축의금의 크기(금액의 

다소)를 척도로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며 질적인 면은 주관적인 기준이 사용되는 

인터뷰를 통해 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하객 연결망의 규모, 범위, 깊이를 알게 

됨으로써 혼주와 결혼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2. 2. 2. 결혼의결혼의결혼의결혼의    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사회자본: : : :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과연결망과연결망과연결망과    부조금부조금부조금부조금    

 

결혼의 역사적 변화에 관해 Goody(1976) 및 Macfarlane(1986) 등과 같은 

인류학자들은 사회의 정치, 경제 구조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이러한 

의례의 변화가 가족관계나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결혼양식이나 결혼이 변화되었다고 보는 

Goody(1983)의 주장에 의하면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상속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증여와 같은 혼인거래가 있을 수 없었으나, 원예 및 

단순농경 사회에 접어 들면서 결혼을 통해 신랑 친족 집단에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품목들을 신부 친족 집단에게로 이전시키는 형태가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는 인력이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신부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형식이면서 또한 

상호 이질적인 집단간의 유대를 창출, 증진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 값을 지불하는 가족간 또는 친족간의 결혼은 점차 

사라지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 능력, 용모 등의 개인적 특징에 관한 교환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Casey, 1989). 이와 같이 결혼이 경제구조적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온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역시 결혼에 대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 개체중심이 아닌 집단중심의 의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누가 결혼식에 참여하느냐 하는 측면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하객 연결망은 결혼당사자인 신랑 및 신부와 직접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보다는 양가의 부모와 초청장을 주고받는 사이, 즉 상호부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인의 부조행위는 개인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한 연결망에 의해 규정된다. 사회적인 삶에서 접촉하며 상호작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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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양한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특정상황에서 타인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녀의 결혼 행위를 통해 그리고 연결망 속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한국인의 사회적 연결망은 대부분 혈연, 학연 등의 연고를 매개로 

하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결망은 서로 친근하고 빈번하게 접촉하는 

강한 연대의 성격을 띄고 있다. 강한 연대는 자주 만나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같이 

밥 먹고 여가를 보내며 정서적인 공감을 나누며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과 연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개인들을 

결속시키는 응집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조는 과거 결혼잔치에 국수 등의 음식을 들고 가던 풍습이 오늘날에는   

화폐로 전환된 것으로 하나의 공식적인 ‘예(禮)’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본래 신부집 

마당에서 행해지던 결혼 의례에서 부조금은 계와 향약 그리고 두레와 품앗이 등의 

성격을 지닌 상호부조의 거래관행으로서 음식물을 부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으며,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마을단위의 ‘잔치’ 의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식장이 등장하면서 음식물의 부조는 ‘거리’ ‘시간’ ‘공간’ 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을 갖게 되어 ‘음식물’은 곧 ‘화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잔치’적인 분위기에서 

음식이나 술 등으로 부조하던 상부상조의 관습이 집안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음식물’의 상징성이 화폐로 전환되었고, 오늘날은 결혼식장에서 부조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례화되었다. 즉 부조금의 전달은 결혼에 있어서 하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선물로 이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선물이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친밀함과 상대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랑과 존경을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서성한, 1993: 456-457). 서양에서는 현금은 부적절한 

선물이며 감사를 표현하는 선물로는 이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조형태가 현물로서 현금으로 변화되었으며 결혼시에 현금으로 

선물을 할 뿐 아니라 종종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선물로 하게 되었다 

(한상복, 1980).  

그렇다면 부조금은 결론적으로 선물과 부조의 성격이 혼합된 현대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조는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상호교환 방식으로 장례, 

제례, 혼례, 회갑 등의 길흉사에 백미, 단술, 떡 등의 현물이나 돈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날의 선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면이 있기 때문이다. 부조는 근본적으로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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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일이 있는 이웃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답례로 자신이 큰 일을 치르게 될 

때 돌려 받는 일종의 보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교환의 한 형태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1960 년대 이후 현물부조는 현저히 줄고 현금부조가 늘고 있으며 그 

바탕에 깔린 정신은 호혜주의(reciprocity)인 것이다(한상복, 1980).  

여기서 “사회조직체 내에서 인간관계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거나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하여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물품”을 선물의 개념으로 

한다면, 결혼 등의 부조금을 광의의 선물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조금이라는 선물증여는 변화된 지위의 승인뿐 아니라 관계유지의 목적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기능이 

선물증여의 사회적 교환 기능이다. 즉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기능까지 

수행하여 사회적 결속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결혼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념을 복합적으로 연결한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객 연결망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사회자본 이라는 

형태의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옛날부터 존재하였던 결혼과 하객이 내는 부조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일상생활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객은 부조금을 냄으로써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함과 동시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부조금은 인간관계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거나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하여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물품으로서 일종의 

선물이다.  

이렇게 결혼식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핵심 단어인 부조금과 하객은 사회자본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준다(Bourdieu, 1986). 공동체적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적으로 기대되며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할 때 돕지 

않는다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기대 밖의 행위로 해석되며 

그런 일이 계속될 때 유대관계에는 균열이 발생한다(유석춘, 2003: 18).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논리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환의 예를 결혼식에서 흔히 

보는 부조금이라는 행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부조금을 내는 하객들은 사회자본을 

유지 및 증가시키는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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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객 연결망과 부조금을 통해 결혼의 사회자본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분석은 결혼의 의례를 통해 개인들 사이,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재확인하고 사회자본의 양과 질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하객 

구성과 결혼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객 구성도 그 종류와 형태가 나라마다 또한 대상자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어떤 하객 집단이 사회자본 축적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하객 연결망의 의미가 갖는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식 참여는 그 성격상 개인의 관심과 목적에 따른 선택적 

측면과 동시에 의무적 측면도 공존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도 있으면서 

그것과 무관한 강제적인 성격도 있다. 물론 혈연이나 지연, 학연으로 묶인 집단이라도 

그 안에 속하는 하객들의 결혼식 참여의 정도는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객 연결망을 통해서 보는 결혼 당사자 혹은 부모와 하객 개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규범적 틀이 중시되는 구성원들 간의 연대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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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장장장장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및및및및    분석틀분석틀분석틀분석틀    

 

1.1.1.1.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과방법과방법과방법과    자료자료자료자료    수집수집수집수집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으로서의 결혼의 의미, 그리고 기존의 가족, 친척 및 친지의 사회적 

연결망, 부조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간관계와 상호부조 요소, 사회적 성격에 따른 결혼부조의 내용 

및 형태를 조사하였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은 공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섯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섯 사례의 결혼 사례를 찾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방명록에 있는 하객의 명단과 부조금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 면접 인터뷰한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코드화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양적인 통계 방법을 통해 자료를 정리했지만 특히 관심이 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질적인 심층면접도 병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 쌍의 결혼 사례 가운데 접근이 

가능한 신랑측 혹은 신부측 사례 하나에 관해 전체 하객 이름과 금액이 정리된 

방명록을 10 건 수집하여 복사를 하였다. 물론 이 때 방명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하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객
8
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종합하면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라 진행되었다.  

 

1. 결혼 사례는 한국과 일본 각각 5케이스로 총 10케이스이다. 결혼한 부부 양가의 

하객을 조사하기에는 자료 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결혼 당사자 한쪽만을 

조사하였다. 

 

2. 결혼 당사자의 거주 지역은 결혼 당시를 기준으로 한국은 서울, 경기도에 

한정하였고 일본은 도쿄, 교토로 한정하였다.  

                                                   
8
 부모님 혹은 결혼 당사자와 아주 가까운 하객은 방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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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상 사례는 1997년 결혼이 2케이스(일본), 2000년 결혼이 1케이스(일본), 

2001년 결혼이 2케이스(한국), 2002년 결혼이 1케이스(일본), 2003년 결혼이 

4 케이스(한국:3, 일본:1)로 구성되고, 결혼 당사자의 연령층은 20 대후반부터 

30 대 초반이다. 결혼 부부 중 한 쪽의 하객들을 조사하였고, 총 하객 수는 

한국이 2,045명, 일본이 258명이다. 

 

4. 자료 수집은 한국은 2003 년 9 월 25 일부터 2004 년 2 월 28 일이고 일본은 

2003년 7월 27일부터 2004년 1월 28일이었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조사 대상 사례 구성 
구분 성별 연령(세) 결혼 시기 하객수(명) 

사례 1 여 28 2001. 10 608 

사례 2 여 29 2003. 10 436 

사례 3 여 26 2003. 5 397 

사례 4 남 26 2001. 9 307 

 

 

한국 

 

 사례 5 여 27 2003. 1 296 

사례 6 여 30 2000. 6 143 

사례 7 남 28 1997. 5  43 

사례 8 여 27 2003. 5  41 

사례 9 남 27 2002. 2  16 

 

 

일본 

 

 사례 10 여 26 1997. 10  15 

1) 사례 순서는 하객 수가 큰 순서 데로 서열하였다. 

2) 연령은 결혼 당시의 연령이고 만으로 따졌다. 

 

세부적인 표집의 틀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1. 조사 수집 방법은 한국의 경우 조사자와 면식이 있거나, 면식은 없지만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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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결혼 당사자를 만나 직접 방명록을 수집하였고 그 방명록을 복사한 뒤에 

되돌려주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방명록을 조사자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조사자가 별도로 일본측에 준비한 질문지(부록 

참조)에 결혼당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2. 결혼 당사자의 남녀 비율 및 학력을 맞추면 이상적이지만, 표본을 수집하는 

작업이 어려워 성과 학력에 상관없이 협력해주는 결혼 당사자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남녀비율이 1:4, 일본은 2:3 이 되었고, 학력은 한 사례만 고졸이고 

다른 사례들은 모두 대졸이었다. 

 

3. 각 결혼 당사자와 만나서 결혼 당사자의 성별, 연령, 결혼 시기, 학력을 

확인하고, 방명록에 기재된 하객 외에 부조금만 낸 하객 여부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하객 수는 한국 사례에서 총 2,044 명, 일본 사례에서 총 258 명이 되고, 

1 케이스 하객 수는 한국 사례에서 약 300 명-600 명 사이이고, 일본 사례에서 

약 15명-150명 사이었다.  

 

4.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1) 하객과의 관계의 주체, (2) 성별, (3) 연령, (4) 

교육수준, (5) 직업/직위, (6) 출신/거주 지역, (7)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관계
9
, (8) 가까운 정도이다.  

 

이러한 질적 인터뷰를 통하여 일상 생활에서 결혼 당사자 및 부모가 인간관계를 

맺는 기준, 과정, 가치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자가 알아낸 사항을 

바탕으로 사례들이 어떤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9
 관계 설정에 대해서 혈연은 가족과 3촌 이상의 친척으로, 지연은 고향 이웃, 옛날 이웃, 현재 

이웃으로, 학연은 선후배 상관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이상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직장, 동호회의 경우도 따로 코드로 분류하였다. 



 14 

2. 2. 2. 2.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주장과주장과주장과주장과    분석의분석의분석의분석의    틀틀틀틀    

 

본 연구는 결혼이라는 경조사 중에서도 ‘부조금’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하객 연결망이 사회전체의 사회자본 구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비교 연구이다. 사회자본을 연구함에 있어서 하객 연결망이라는 개인의 인간관계 

차원에 초첨을 맞춘다. 즉 한국과 일본의 인간관계의 범위는 개인들마다 특정 

상황에서 차이가 드러나지만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패턴을 하객 연결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부조금 액수는 관계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이 결혼식이라는 자리에서 인간관계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을 재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연구자는 생각된다. 여기서 인간관계는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되었을 뿐 인지나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개인의 

관계 맺기 방식은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인지 과정, 어린 시절의 시간 공유를 거쳐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상응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물론 하객 초청 범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크다. 따라서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하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객 초청 원인자가 누구이고, 하객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고향, 거주, 전통적 관계, 근대적 관계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재확인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지만, 

한국은 초대장을 받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혼주 특히 부친의 학력에 따라 하객들도 학력 분포가 달리 나타난다면, 학력이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자본을 동원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하객 연결망 및 부조금을 통해 개인의 인간관계의 특징 및 성격을 

통계적 방법으로 도식화하고 관계의 강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곧 하객 연결망의 

특징 및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 상황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왜 맺고, 

어떻게 맺어가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한 사회자본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부조금의 액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종류의 하객이 

부조를 많이 하고, 또한 1 인당 부조금을 많이 내는 집단은 어떤 종류의 하객 

집단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5 

또한 부조를 많이 하는 하객이 혼주 및 결혼 당사자와 얼마나 주관적으로 친한가 

하는 문제는 인터뷰 과정을 거쳐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를 확인해 본 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같은 종류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혼주나 결혼당사자가 특정한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문제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핸 주관적인 측면과 부조금의 액수에 기초한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연결망이 

강하고 약한지를 교차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논의는 

혼주 및 결혼 당사자와 하객과의 관계, 그리고 부조금에 관한 분석이다. 구체적인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1) (1) 한국과한국과한국과한국과    일본의일본의일본의일본의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의연결망의연결망의연결망의    범위범위범위범위    및및및및    특성특성특성특성    

    

하객 연결망의 구성은 전통적 관계인 혈연(가족, 친척), 지연(이웃), 학연(친구)과 

근대적 관계인 직장동료(사회친구)와 동호회(취미 모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 

구체적으로 혈연은 개인에게 원조를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자 

결혼으로 결부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 집단이다. 그들의 관계는 어떤 다른 

인간관계보다도 그 유대가 활발하며 친밀한 관계에 있다. 혈연적 관계에서는 지연, 

학연 관계에서보다 정의적이고 실질적인 원조가 많고 변화에 유동적이며 탄력성 있게 

적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혈연은 지원 없이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혈연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집단의 일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소외,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마다 혈연의 강함과 크기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지연은 일반적으로 다른 연고 즉 혈연이나 학연보다 그 결속력이 약하다. 혈연은 

피로 맺어진 연고이고 학연은 수년 동안 같은 교실, 같은 학교에서 배워온 연고이기 

때문에 이 역시 끈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연은 그 지역을 고향으로 한정한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가 우려하는 지연은 흔히 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약한 연고이다. 지연의 순수한 형태는 고향주의이다. 즉 고향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가운데에서 싹튼 연고가 지연이다. 산업화하기 이전 한국 

                                                   
10

 지연, 학연은 1차, 2차 집단으로 나누면 어디에 분류되는지 개념적으로 애매해지기 때문에 

전통적 관계와 근대적 관계로 정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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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연적 연고가 강했다. 즉 고향사람에 대한 애정은 혈연과 

같을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산업화하고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그들은 도시 생활에서 고향에서와 같은 지연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 연결망의 강도에 

작용하는 요소로는 직업, 사회적, 지리적 이동, 생태적 요소, 하위문화, 인종, 교육, 

개인이나 가족의 발달단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 이웃, 고향을 떠나서 만난 

옛날 이웃, 현재 이웃으로 구별하여 결혼 당사자의 부모의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할 것이다.  

학연은 같은 출신학교 또는 같은 입학 또는 졸업 기의 사람들이 졸업한 후 

동창회를 조직하여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다. 동창회는 그것이 어느 수준의 

학교의 동창이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기대하는 바와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초등학교 동창회보다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할 것이고, 정보교환이나 실제문제 해결욕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또한 

같은 동창회라도 명문학교의 동창은 비명문학교에 비해 결속력이 강할 것이다. 

동창회가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는 엘리트 의식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엘리트들이 모교출신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정한 노블리스 정신을 

발휘하는가를 상호 감시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동문은 그러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단순히 동문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익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의 학연은 서구에서와 같은 엘리트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존재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동문의식을 비난하는 연구도 종종 있다(이훈구,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이상으로 구별하여 하객으로 참여하는 

동창생의 비율이 사례마다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것은 결혼 당사자의 

부모의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직장 동료들 간의 사적인 인간관계는 비교적 제한된 교제에 국한되는데, 직장동료가 

결혼부조의 사회적인 연결망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직장동료가 사적인 인간관계나 상호부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호부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상관없이 부서에서 일정한 부조를 하는 관계이며,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울 경우에는 친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에 상조회 같은 상호부조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부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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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조직, 특히 기업조직 내에서 직원 간의 

관계는 친분관계의 하한선이 명확하지 않으며, 경조사의 장본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의 정해진 금액을 그룹 차원에서 지급하게 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 

부 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룹 결정 혹은 관례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진다. 이러한 경조사 관련 행사 참여와 현금은 기업집단주의 문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신의항, 2003).  

동호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모임을 말하고 있다. 주로 

종교생활과 관련된 교회, 성당, 사찰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교우 관계도 특수한 

사회 연결망을 조성하며, 각 종교의 교리에 영향을 받는 집단주의를 표출한다. 따라서 

교우간의 비종교적 거래관계도 일반 사회의 집단구성원 간에서 보다 더 많은 신뢰를 

기대하게 된다. 이외에도 취미, 여가 단체를 통한 사회 연결망은 그 구성원들의 

배경의 동질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으며, 선택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 연결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이 하객 구성의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범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하객 초청 방식과 관련이 있는 건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특성으로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의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건지 즉 얼마나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끼리끼리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2) (2) (2) (2) 한국과한국과한국과한국과    일본의일본의일본의일본의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의연결망의연결망의연결망의    강도강도강도강도    비교비교비교비교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행위양식을 통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망의 강도를 

통해 사회자본을 얼마나 질적으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 관계와 근대적 관계의 연결망에서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인간관계 차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 

대부분에서 연결망의 강도 측정의 기준으로서 관계의 친밀성, 지속성, 접촉 빈도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의 강도를 두 가지로 측정하고자 한다. 하나는 

객관적인 척도로 하객이 낸 부조금을 평균 부조금과 비교하여 평균 금액보다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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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연대’, 적으면 ‘약한 연대’로 삼았다.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결혼 당사자 및 

부모가 하객에게 느끼는 가까운 정도, 즉 친밀성
11
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주, 약간) 친하다’고 느끼면 ‘강한 연대’, ‘보통’은 ‘보통’, ‘별로 가깝지 

않다, 안면만 안다’고 느끼면 ‘약한 연대’로 삼았다. 주관적 및 객관적 관계를 구별하는 

이유는 이를 교차시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혈연 / 지연 / 학연 / 직장 / 동호회의 다섯 가지의 조건에 기반하여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하객 연결망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분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으로서 하객 연결망이 기능할 수 있게 되는 조건과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연결망의 형성 자체가 강한 연대에 기반하여 비롯된 

하객들은 그 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내에 존재하고 있다. 열 가지 

결혼식 사례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어떠한 조건과 과정의 

연결망이 사회자본의 범위에 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1

 ‘깊이’ , ‘친밀성’, ‘강도’라는 용어는 상호교환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을 기술할 때 “친밀성이 있다” , “깊이가 있다” , “강한 관계다”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문맥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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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장장장장    한국에서의한국에서의한국에서의한국에서의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1. 1. 1. 1. 하객의하객의하객의하객의    구성구성구성구성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부조 조직
12
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상호 부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예가 일시에 목돈을 필요로 하는 관혼 

상제의 경우이다. 특히 서구와 다른 점은 결혼식을 올리는 비용에서의 도움을 상호 

부조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초청된 하객 

규모
13
가 부조금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집안의 세 과시 효과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결혼식 하객 초청에 큰 관심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하객을 희망하고 있는데
14

, 결국 

결혼식의 규모가 양가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5

 부모들은 남들의 

이목을 의식하게 되면서 체면을 중시하는 부모 세대에게 있어 결혼식을 어떻게 

                                                   
12

 조선시대 향약(鄕約: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마련하였던 시골 마을의 

자치 규약)의 두레(농촌에서, 농번기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 

계(契 : 예부터 있어 온 상호 협조 조직의 한 가지. 여럿이 일정한 목적 아래 돈이나 물품을 

추렴하여 운용함), 품앗이(힘이 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부의(賻儀: 초상난 집에 부조로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만조, 1998). 
13

 하객 규모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혼례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2003)에 따르면, 

‘100-199명’이 전체의 43.2%, ‘100명 미만’이 28.2%, ‘200-299명’이 20.6%이다. 또한 

결혼식에 초청하는 하객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72.2%가 ‘현재 교류가 

있는 친척, 침구 및 직장동료’라고 하고, 16.7%는 ‘사촌 이내의 가까운 친지 및 친구’, 11.1%는 

‘알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 친구 및 직장 동료’라고 한다. 그리고 학력 별로 보면, ‘고졸’의 경우 

‘200-299명’이 28.4%로 가장 비율이 높으나 ‘대졸은 ‘300-499명’이 38,4%로 가장 높으며 

‘200명 미만’의 비율은 ‘고졸’이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14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전체평균의 1.46배인 425명의 하객을 희망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15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조금으로 자녀의 아파트를 마련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조금과 부모의 권력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로 한 사회지도자는 

자신의 소신껏 자녀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례도 있다. ‘한 저명인사는 외아들을 결혼시킬 때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척만 모여 결혼식을 하였다. 다른 친지들에게는 

며칠 후 “바쁜 분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초청장 마련을 못했으나 아주 예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경향신문, 199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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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한국에서는 결혼은 집안의 대사라 하여 부모들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되어 있고 낳아 길러주신 부모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축복 받는 

결혼이고 부모에 대한 예의라고 간주된다. 한국은 구조적,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 

하여 산업화 유형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전통적 가족주의 의식은 깊이 남아있어 

부계직계 가족의 기본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16

.  

또한 한국의 경우, 부조금 내는 장소가 결혼 당사자 및 부모들이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는 공간이자 일부 하객들에게는 예식장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즉 그들의 참석 

의의를 결정짓는 공간이다(송도영, 1995: 17)
17

. 이러한 현상은 현대 결혼 의례에 

초청되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한국적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8

. 

그렇다면 한국의 하객 구성은 사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객 구성을 

보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성과  

그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하객 초청 원인자를 보면 

한국사회는 가족과 가족, 집단과 집단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한국의 결혼에서는 부모 

의존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례 5 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부친이 

하객들과의 관계의 주체가 되고 있다
19

(표 2 참조). 

하객 초청 원인자로 부친이 많은 이유는 결혼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총 결혼비용
20
의 대부분을 

                                                   
16

 개인이 집이나 가문의 테두리로부터 독립하지 목한 채 사회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지 못하고 

배타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이기적 가족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조혜정, 1986). 
17
일부 하객들은 곧 인사성 하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에서 

결혼식장에서의 예식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예식장에서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식사만 하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예식의 참석보다는 부조금만 내고 식사하거나 그냥 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한국과 주요국의 예식참석인원 비교를 보면, 한국은 343명, 일본은 예식=10-20명, 

피로연=50-100명, 미국은 50-150명, 영국은 50명 내외, 대만은 100명 내외, 싱가폴은 

50-150명이다. 
19

 사례5의 경우 모친의 하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결혼비용은 주택비용 증가에 비레하고 있는 것을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결혼당사자와 부모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고가 

나왔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표> 결혼 1회당 평균 소요비용(주택비용 포함)의 시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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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가 전적으로 혹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

. 

 

<표 2> 사례별 하객 초청 원인자 – 한국 

구분 1 2 3 4 5 합계 

부친 
426426426426    

(70.1)(70.1)(70.1)(70.1)    

288288288288    

(66.1)(66.1)(66.1)(66.1)    

328328328328    

(82.6)(82.6)(82.6)(82.6)    

239239239239    

(77.9)(77.9)(77.9)(77.9)    

131131131131    

(44.3)(44.3)(44.3)(44.3)    

1,4121,4121,4121,412    

(69.1)(69.1)(69.1)(69.1) 

모친 
5 

(0.8) 

58 

(13.3) 

28 

   (7.1) 

44 

  (14.3) 

137 

  (46.3) 

 272 

 (13.3) 

부모 공통 
40 

 (6.6) 

45 

(10.3) 

26 

   (6.5) 

21 

   (6.9) 

10 

   (3.4) 

 142 

  (6.9) 

결혼 

당사자 

137 

(22.5) 

20 

   (4.6) 

11 

   (2.8) 

3 

   (0.9) 

6 

   (2.0) 

 177 

  (8.7) 

당사자의 

형제 

0 

(0.0) 

5 

   (1.1) 

5 

   (1.0) 

0 

   (0.0) 

0 

   (0.0) 

  10 

  (0.5) 

잘 

모르겠다 

0 

(0.0) 

20 

   (4.6) 

0 

   (0.0) 

0 

   (0.0) 

12 

   (4.0) 

  32 

  (1.6) 

합계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단위: 명(%)) 

 

따라서 결혼에 있어서 결혼 비용의 부모 부담률이 높은 것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지배적인 것이 된다. 아직까지도 결혼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 보다는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의식이 강하여 의례 

절차상에 있어서 결정권은 전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 2001년 2003년 

평균 비용 375 1,368 1,190 2,370 8,663 9,088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9.19                                              (단위: 만원) 

 
21

 신랑이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질수록, 좋은 대학 출신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신부측으로부터 

많은 물질적 재화를 제공받고 있다(김모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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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도 역시 양가 부모들이 주선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경향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남에게 인정 받는 절차로서의 결혼식은 

결혼 당사자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례별 총 결혼비용, 부조금,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비용 부담률 – 한국 

사례 
총 결혼비용 

 (주택, 여행 포함) 
총 부조금 

부모 

부담금 

결혼 당사자 

부담금 

1 14,000 (100.0) 3,265 (23.3) 8,051 (57.5)  2,684 (19.2) 

2 12,000 (100.0) 2,696 (22.5) 9,304 (77.5)      0  (0.0) 

3  7,800 (100.0) 1,750 (22.4) 6,050 (77.6)      0  (0.0) 

4  7,500 (100.0) 2,193 (29.2) 5,307 (70.8)      0  (0.0) 

5  7,500 (100.0) 2,093 (27.9) 5,407 (72.1)      0  (0.0) 

(단위: 만원(%)) 

1) 총 결혼비용은 신랑측, 신부측을 합친 금액이고 결혼식 비용, 주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외에 

예단/예물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2) 한국에서 주택비용은 대부분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비용을 말한다
22

.  

3) 사례 5 만 신랑측 부모가 총 결혼비용을 부담하였고, 다른 사례들도 주택비용은 신랑측이 

전액 부담하였고, 나머지 결혼비용은 신랑측과 신부측이 50%씩 각각 부담하였다. 

 

또한 사례 대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음을 감안할 때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초혼 

연령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문화적 통념에 의해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결혼에 대한 

선택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23

 대학을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란 극히 미비하다. 

                                                   
22
전세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관습상의 

부동산(不動産) 특히 건물(建物)의 대차(貸借)의 형태이다. 8·15 광복 전까지는 경향 일대에서 

이용될 뿐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세에 있어서는 전세금으로서 

대상건물의 시가(時價)의 6∼7할(割)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인(賃貸人)에게 교부되고, 전세관계가 

종료될 때에 임차인(賃借人)은 그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23

 결혼할 상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마음도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도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 강요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게는 젊음과 미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환가치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상업문화와 아직도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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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졸업을 하고 일단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1-2 년 사이에 

스스로의 결혼비용을 모은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본 연구의 사례 중 결혼 전에 

취업하고 있었던 6사례(한국: 사례 1, 2 일본: 사례 6, 7, 10)중 사례 1만 빼고는 용돈 

정도의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사례에서 전적으로 부모 

부담의 결혼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몇 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급등하는 주택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4

.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경우, 5사례 모두 부모가 결혼비용을 부담했고, 단지 사례1만 

신부측이 결혼 전 5 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총 결혼비용 중 주택비용의 

90%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결혼비용을 전적으로 내지는 대부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즉 기본적으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전적으로 부모 의존적인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 의존도가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사례1처럼, 스스로 주택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립하겠다는 의식적인 

자각도 있었겠으나, 사례 1 은 부친이 퇴임한 후에 결혼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없이 현실적으로 부모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비용을 결혼 

당사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25

. 또한 하객들의 부조금이 결혼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사례에서 약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 4 의 경우는 30% 가까이를 

부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부조금은 사회 연결망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지원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소위 

부르디외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모습을 시사해주고 있다(표 3 참조).  

다음으로 조사자가 파악한 한국 사례의 인구학적 하객 구성은 다음과 같다.  

                                                                                                                                       
결정된다는 가부장적 통념 때문이다.  
24
소비자보호원의 조사(2003) 결과에 의하면 고학력일수록 결혼비용의 부모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이렇게 볼 때 결혼과정에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 물적, 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사정에 의한 

동거혼의 증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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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례별 하객의 성별 – 한국 

구분 1 2 3 4 5 합계 

남 
557557557557    

(91.6)(91.6)(91.6)(91.6)    

327  327  327  327  

(75.0)(75.0)(75.0)(75.0)    

267267267267    

 (67.1) (67.1) (67.1) (67.1)    

253  253  253  253  

(82.4)(82.4)(82.4)(82.4)    

182  182  182  182  

(61.5)(61.5)(61.5)(61.5)    

1,5861,5861,5861,586    

(77.6)(77.6)(77.6)(77.6)    

여 
 45 

(7.4) 

 97  

(22.2) 

129 

 (32.4) 

  50  

(16.3) 

108  

(36.5) 

  429 

  (21.0) 

단체 
  6 

(1.0) 

 12 

   (2.8) 

4 

   (0.7) 

   4 

 (1.3) 

  6 

 (2.0) 

   32 

   (1.6) 

잘 

모르겠다 

  0 

(0.0) 

  0 

   (0.0) 

 7 

(1.8) 

   0 

 (0.0) 

  0 

 (0.0) 

    7 

   (0.3) 

합계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단위: 명(%)) 

 

성별의 경우, 압도적으로 남성 비율이 크고 60%이상 차지하는 경우부터 90%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표 4 참조). 부친이 하객과의 주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남성 비율이 큰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상조회와 같은 

단체수가 많다. 이것은 부친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모친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리고 결혼 당사자의 형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례 1 의 경우 부친의 학연 2 개 (고등학교 동창회 

/ 대학 동기회), 부친의 직장 3 개 (직장 동기회 / 아나운서 단체 / 직장 축구 모임), 

부친 및 모친의 동호회 1 개 (성당 모임)의 여섯 가지이다. 사례 2 의 경우도 부친 및 

모친의 지연 1 개 (현재 아파트 이웃 주민의 모임), 부친의 학연 1 개 (고등학교 

동창회), 부친의 직장 6개 (대학 소속분야 / 대학 전체 / 대학 공제회 / 출판회사 3개), 

부친 및 모친의 성당 3 개 (성당 신앙단체 / 성당 친목회 / 성당 성가대)의 열 두 

가지로 가장 많았다. 사례 3 의 경우 부친의 지연 2 개 (고향 향우회 / 옛날 이웃 

침목회), 부친의 직장 1개 (교사 동기모임), 그리고 결혼 당사자의 형제(여기서는 그의 

언니)의 직장 1개 (동료교사 침목회)의 네 가지이다. 사례 4의 경우 부친의 지연 2 개 

(고향 향우회 / 지역사회 침목회)와 예외적으로 모친의 PTA 모임, 성당 신앙단체의 네 

가지이다. 또한 사례 5 의 경우 부친의 지연 1 개 (고향 향우회), 부친의 학연 1 개 

(초등학교 동창회), 부친의 직장 3 개 (옛날 이웃 모임 / 회사 직원들 일동 / 거래처 

모임), 모친의 동호회 1 개 (교회 침목회)의 여섯 가지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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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체는 단체 회원 간에서 상호부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 사례별 하객의 연령 – 한국 

구분 1 2 3 4 5 

부친의 연령 60대 60대 50대 40대 50대 
합계 

10대 
  0 

   (0.0) 

  0 

  (0.0) 

   2 

  (0.5) 

 0 

 (0.0) 

  0 

 (0.0) 

   0 

  (0.0) 

20대 
  7 

   (1.2) 

  3 

  (0.7) 

  15 

  (3.8) 

 6 

 (2.0) 

  5 

 (1.7) 

  36 

  (1.8) 

30대 
 90 

(14.8) 

 18 

  (4.1) 

  21 

  (5.3) 

37 

(12.1) 

  7 

 (2.4) 

 163 

  (8.0) 

40대 
 93 

(15.3) 

 66 

(15.1) 

 116 

(29.1) 

155155155155    

(50.4)(50.4)(50.4)(50.4)    

 31 

(10.5) 

 461 

 (22.6) 

50대 
115 

(18.9) 

 72 

(16.5) 

223223223223    

(56.0)(56.0)(56.0)(56.0)    

95 

(30.9) 

195195195195    

(65.9)(65.9)(65.9)(65.9)    

 700 700 700 700    

 (34.2) (34.2) (34.2) (34.2)    

60대 
276276276276    

  (45.4)  (45.4)  (45.4)  (45.4)    

239239239239    

(54.8)(54.8)(54.8)(54.8)    

18 

 (4.5) 

  6 

 (2.0) 

 35 

(11.8) 

 574 

 (28.1) 

70대이상 
 10 

(1.6) 

  7 

 (1.6) 

  2 

  (0.5) 

  4 

 (1.3) 

  5 

 (1.7) 

  28 

  (1.4) 

잘 모르겠다 
 11 

(1.8) 

 20 

  (4.6) 

  0 

  (0.0) 

  0 

 (0.0) 

12 

 (4.1) 

  43 

  (2.1) 

단체 
  6 

  (1.0) 

 11 

  (2.5) 

  1 

  (0.3) 

  4 

 (1.3) 

  6 

 (2.0) 

  28 

  (1.4) 

합계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단위: 명(%)) 

* 단체 수가 표 5 의 “사례별 하객의 성별 구성”과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단체가 같은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창생으로 맺어진 같은 나이 또래일 

경우 단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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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점차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접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10 대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젊은이 문화로서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 당사자를 주체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5 를 보면 사례 1, 2 는 60 대가 가장 많고, 사례 3 은 50 대, 

사례 4는 40대, 사례 5는 50대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부친의 연령대에 

따라서 하객들의 연령의 양태가 다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부친의 

연령대를 보면 사례 1, 2 는 60 대, 사례 3 은 50 대, 사례 4 는 40 대, 사례 5 는 

50대이다(표 5 참조). 

교육수준의 경우, 사례 1, 2, 3은 대졸 출신 하객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사례 4, 5는 

초졸부터 대학원졸까지 다양한 교육수준을 가진 하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결혼 당사자의 부친이 

대졸이면(사례 1, 2, 3) 대졸 하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사례 5 는 부친이 

대졸이지만 고졸 하객들이 많았다. 이것은 모친(고졸)의 하객들이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6 참조). 

또한 결혼 당사자 및 부모에 따라서 하객들의 교육수준도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례 1, 2, 3은 부친이 대졸 혹은 대학원졸, 모친이 대졸 혹은 

고졸이고 결혼 당사자도 대졸 혹은 대학원졸이다. 따라서 하객 구성을 보아도 

사례 2 는 대학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하객들이 많다. 반면에 사례 4 는 결혼 

당사자는 고졸이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객들은 

초졸부터 중졸 혹은 고졸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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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례별 하객의 교육 수준 - 한국 

구분 1 2 3 4 5 

부친의  

교육수준 
대졸 

대학원졸 

(박사) 

대학원졸 

(석사) 
고졸 대졸 

모친의  

교육수준 
대졸 대졸 고졸 고졸 고졸 

결혼 당사자 

교육수준 
대졸 대졸 

대학원졸 

(석사) 
고졸 

대학원졸 

(석사) 

합계 

초졸이하 
   0 

  (0.0) 

   0 

  (0.0) 

   5 

  (1.3) 

  49 

 (16.0) 

  19 

  (6.4) 

   73 

  (3.6) 

중졸 
   2 

  (0.3) 

   7 

  (1.6) 

   8 

  (2.0) 

  67 

 (21.8) 

  18 

  (6.1) 

  102 

  (5.0) 

고졸 
  22 

  (3.6) 

  45 

 (10.3) 

  61 

 (15.3) 

  90  90  90  90    

 (29.3) (29.3) (29.3) (29.3)    

 145 145 145 145    

 (49.0) (49.0) (49.0) (49.0)    

  363  363  363  363    

 (17.8) (17.8) (17.8) (17.8)    

대졸 
 560 560 560 560    

 (92.1) (92.1) (92.1) (92.1)    

 218 218 218 218    

 (50.0) (50.0) (50.0) (50.0)    

 312 312 312 312    

 (78.4) (78.4) (78.4) (78.4)    

  23 

  (7.6) 

  82 

 (27.7) 

1,195 

 (58.5) 

대학원졸이상 
   9 

  (1.5) 

 137137137137    

 (31.4) (31.4) (31.4) (31.4)    

   3 

  (0.8) 

   4 

  (1.3) 

   3 

  (1.0) 

  156 

  (7.6) 

잘 모르겠다 
   9 

  (1.5) 

  21 

  (4.8) 

   9 

  (2.3) 

  70 

 (23.1) 

  23 

  (7.8) 

  132 

  (6.5) 

단체 
   6 

  (1.0) 

   8 

  (1.8) 

   0 

  (0.0) 

   4 

  (1.3) 

   6 

  (2.0) 

   24 

  (1.2) 

합계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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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례별 하객의 직업 – 한국 

구분 1 2 3 4 5 

부친의 

직업 
방송국 국장 

대학 교수 

 

고등학교 

교감 

건축회사 

사장 

유통회사 

사장 

모친의 

직업 
주부 주부 주부 주부 주부 

당사자의 

직업 
방송국 P.D. 

광고회사 

사원 
대학원생 

부친회사 

사원 

대학원졸 

구직 중 

합계 

전문직 
329329329329    

 (54.1 (54.1 (54.1 (54.1))))    

 191191191191    

 (43.8) (43.8) (43.8) (43.8)    

 251 251 251 251    

 (63.1) (63.1) (63.1) (63.1)    

   5 

  (1.6) 

  40 

 (13.5) 

 816 

(39.9) 

관리직 
115 

 (18.9) 

  49 

 (11.2) 

   1 

  (0.3) 

   5 

  (1.6) 

  17 

  (5.7) 

 187 

  (9.1) 

사무직 
 31 

  (5.1) 

  32 

  (7.3) 

  64 

 (16.1) 

  34 

 (11.1) 

  36 

 (12.2) 

 197 

  (9.6) 

판매 

서비스직 

 87 

 (14.3) 

  32 

  (7.3) 

  32 

  (8.0) 

  69 

 (22.5) 

  45454545    

 (15.2) (15.2) (15.2) (15.2)    

 265 265 265 265    

 (13.0) (13.0) (13.0) (13.0)    

생산직 
  1 

  (0.2) 

   8 

  (1.8) 

   5 

  (1.3) 

 125125125125    

 (40.7) (40.7) (40.7) (40.7)    

        41 

 (13.9) 

 180 

  (8.9) 

학생 
  3 

  (0.5) 

   0 

  (0.0) 

   4 

  (1.0) 

   2 

  (0.7) 

   0 

  (0.0) 

   9 

  (0.4) 

주부 
 14 

  (2.3) 

  64 

 (14.7) 

  32 

  (8.0) 

  34 

 (11.1) 

  70 

 (23.6) 

 214 

 (10.5) 

무직 
  3 

  (0.5) 

   3 

  (0.7) 

   0 

  (0.0) 

  18 

  (5.9) 

  13 

  (4.4) 

   37 

  (1.8) 

농어민 
 10 

  (1.6) 

   4 

  (0.9) 

   9 

  (2.3) 

   8 

  (2.6) 

   7 

  (2.4) 

   38 

  (1.9) 

잘 

모르겠다 

  9 

  (1.5) 

  41 

  (9.4) 

   0 

  (0.0) 

   3 

  (1.0) 

  21 

  (7.1) 

   74 

  (3.6) 

단체 
  6 

  (1.0) 

  12 

  (2.8) 

   0 

  (0.0) 

   4 

  (1.3) 

   6 

  (2.0) 

   28 

  (1.4) 

합계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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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직업의 경우, 사례 1 은 압도적으로 전문직이 많고 다음으로 관리직, 

판매서비스직으로 이어진다. 사례 2 는 전문직이 압도적이지만 다음으로 주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모친의 하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례 3 은 

전문직이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이다. 사례4는 양상이 다르고 생산직이 많다. 사례5는 

모든 직업이 비슷한 비율이고 주부가 사례 중에서도 가장 많음을 볼 때 사례 2 와 

마찬가지로 모친의 하객들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뚜렷한 특징은 모든 

사례가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표 7 참조). 

또한 부친이 전문직인 사례 1, 2, 3 의 경우 하객들도 전문직을 가진 하객들이 많고, 

사례 4 의 경우도 생산직을 가진 하객들이 많다는 점을 보면 부친의 직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례 5 만 예외적으로 주부가 많지만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을 가진 

하객들이 많다는 점을 보았을 때 역시 부친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사례별 하객의 출신 지역 – 한국 

구분 

 
1 2 3 4 5 합계 

같은 고향* 
222 

(36.5) 

137 

(31.4) 

165 

(41.5) 

171171171171    

(55.7)(55.7)(55.7)(55.7)    

149149149149    

(50.3)(50.3)(50.3)(50.3)    

844844844844    

(41.3)(41.3)(41.3)(41.3)    

다른 고향 
357357357357    

(58.7)(58.7)(58.7)(58.7)    

267267267267    

(61.2)(61.2)(61.2)(61.2)    

208208208208    

(52.3)(52.3)(52.3)(52.3)    

33 

(10.7) 

119 

(40.2) 

984 

(48.1) 

잘모르겠다 
 23 

  (3.8) 

 20 

 (4.6) 

 23 

 (5.8) 

99 

(32.1) 

 22 

 (7.4) 

187 

 (9.1) 

단체 
  6 

  (1.0) 

 12 

 (2.8) 

  2 

 (0.5) 

 4 

 (1.3) 

  6 

 (2.0) 

 30 

 (1.5) 

합계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단위: 명(%)) 

* 여기서 “같은 고향”이란 하객과 초청 원인자가 같은 고향일 경우를 말하고, “다른 고향”이란 

하객과 초청 원인자가 다른 고향일 경우를 말한다. “같은 고향”의 구체적 범위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름을 밝혀둔다. 

 

<표 9> 결혼 당사자 및 부모의 출신 지역 (출생지)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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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친 모친 결혼 당사자 

1 경상남도 경상남도 서울 

2 충천북도 서울 서울 

3 전라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4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5 북한 경기도 서울 

 

하객의 출신 지역을 보면 대체로 사례 1, 2, 3 의 경우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 다른 

고향 출신 하객들이 많고, 사례 4, 5 의 경우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 같은 고향 출신 

하객들이 많다(표 8, 9 참조). 

 

<표 10> 사례별 하객의 거주 지역 – 한국 

구분 1 2 3 4 5 합계 

같은 거주지* 
581581581581    

(95.6)(95.6)(95.6)(95.6)    

399399399399    

(91.5)(91.5)(91.5)(91.5)    

296296296296    

(74.6)(74.6)(74.6)(74.6)    

298298298298    

(97.1)(97.1)(97.1)(97.1)    

274274274274    

(92.6)(92.6)(92.6)(92.6)    

1,8481,8481,8481,848    

(90.4)(90.4)(90.4)(90.4)    

다른 거주지 
12 

 (2.0) 

  4 

  (0.9) 

100 

(25.2)    

  5 

  (1.6) 

  4 

 (1.4) 

 125 

  (6.1) 

잘모르겠다 
 9 

 (1.5) 

 21 

  (4.8) 

1 

(0.3) 

  0 

  (0.0) 

 12 

 (4.0) 

  44 

  (2.1) 

단체 
 6 

 (1.0) 

 12 

  (2.8) 

0 

(0.0) 

  4 

  (1.3) 

  6 

 (2.0) 

  28 

  (1.4) 

합계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단위: 명(%)) 

* 여기서 “같은 거주지”란 하객과 초청 원인자가 같은 거주지일 경우를 말하고, “다른 거주지”란 

하객과 초청 원인자가 다른 거주지일 경우를 말한다. “같은 거주지”의 구체적 범위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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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결혼 당사자 및 부모의 거주 지역 (결혼 당시) – 한국 

사례 부친 모친 결혼 당사자 

1 서울 서울 서울 

2 서울 서울 서울 

3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4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5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또한 하객의 거주지역을 보면, 모든 사례에서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 같은 거주 

지역 하객들이 대부분이었다(표 10, 11 참조).  

구체적으로 사례 1 의 경우 부친의 고향은 경상도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부친이 

대학 시절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향이 다양한 하객들이 많고 또한 지방 

거주 하객들보다 서울이나 그 근교에 사는 하객들이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사례 2의 

경우 부친의 고향은 충청도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고향에서는 초등학교 때까지 살고 

중등 / 고등 / 대학 / 대학원을 모두 각각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마쳤기 때문에 

하객들의 고향은 부친의 고향과 다르고 다양하다. 또한 사례 3 의 경우 부친의 고향은 

전라도이고 거주지는 경기도이다. 고향에서는 사례 2 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객들의 고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거주를 보면 100 명 

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향은 같은 전라도였다. 사례 4 의 경우 

부친의 고향은 경기도이고 직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이다.  

따라서 직업상 그 때 계약을 맺었던 일꾼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여도 부친으로서는 

그들의 고향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르는” 하객들이 많았다. 

또한 한번도 이사하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일꾼들을 제외하면 

당연히 같은 고향 사람들이 많고, 또한 현재 거주 지역은 대부분이 부모와 같은 

거주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5 의 경우 부친의 고향은 경기도이고 직업은 

자영업이다. 부친은 고등, 대학 시절을 서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고향 출신 

하객들도 많지만, 어렸을 때 오래 살던 고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하객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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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및및및및    부조금부조금부조금부조금    

 

하객과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전통적 관계와 근대적 

관계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많은 연결망을 보면, 사례 1 은 학연, 

사례 2, 3, 4 는 직장, 사례 5 는 지연 하객들이 많았다. 이것 또한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부친의 생활방식에 따라 연결망의 양태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례 1 의 경우 직장보다 학연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친은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일상생활에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사례 5 의 경우 지연이 직장보다 많은 것은 부친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연을 중요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다음으로 각 연결망의 부조금액을 보면, 사례 1, 2 는 하객 구성과 똑같은 연결망 이 

부조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사례 3, 4, 5는 완전히 다른 연결망이 부조금을 많이 내고 

있다. 즉 가장 많이 낸 부조금의 연결망을 보면, 모든 사례에서 하객 구성과 

부조금액이 부합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낸 부조금의 연결망을 보면, 사례 4, 5 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사례 4 의 경우 하객 구성이 두 번째로 많은 연결망이 지연이지만, 

부조금액에서는 혈연이 두 번째로 많다. 마찬가지로 사례 5 도 하객 구성이 두 번째로 

많은 연결망이 직장이지만, 부조금액에서는 혈연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혈연 

연결망이 부조금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표 13, 14 참조). 

하객 연결망의 평균 부조금액을 보면, 모든 사례에서 혈연이 평균적으로 부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압도적으로 혈연이 내고 있는 

부조금액이 큰 사례5의 경우 부친이 어렸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친척이 형제밖에 

없다는 것이 혈연 간의 결속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균 

부조금액이 32.4만원이나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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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례별 하객 연결망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액 – 한국 

구분 1  2 3 4 5 합계 

인원 
   28 

  (4.6) 

     38 

   (8.7) 

 52 

(13.1) 

61 

(19.9) 

 20    

 (6.8) 

 199 

  (9.7) 
혈연 

부조금 
  259 

  (7.9) 

    429 

  (15.9) 

386 

(22.1) 

 709 

   (32.3) 

648648648648            

(31.0)(31.0)(31.0)(31.0) 

2,431 

 (20.3) 

인원 
   17 

  (2.8) 

     35 

  (8.0) 

 29 

 (7.3) 

63 

(20.5) 

137  137  137  137      

(46.3)(46.3)(46.3)(46.3)    

 281 

 (13.7) 
지연 

부조금 
  127 

  (3.9) 

    181 

   (6.7) 

140 

 (8.0) 

234 

(10.7) 

620   

(29.6)    

1,302 

 (10.9)    

인원 
  325  325  325  325    

 (53.5) (53.5) (53.5) (53.5)    

    126 

  (28.9) 

 51 

(12.8) 

   6 

  (2.0) 

  41  

(13.9) 

 549 

 (26.9) 
학연 

부조금 
1,4981,4981,4981,498    

 (45.9) (45.9) (45.9) (45.9)    

    595 

  (22.1) 

243 

(13.9) 

  22 

  (1.0) 

 212 

 (10.1) 

2,570 

 (21.4) 

인원 
  199 

 (32.7) 

    153    153    153    153    

  (35.1)  (35.1)  (35.1)  (35.1)    

227227227227    

(57.2)(57.2)(57.2)(57.2)    

 138 138 138 138    

 (45.0) (45.0) (45.0) (45.0)    

  41 

 (13.9) 

 758 758 758 758    

 (37.1) (37.1) (37.1) (37.1) 
직장 

부조금 
1,047 

 (32.1) 

    974    974    974    974    

  (36.1)  (36.1)  (36.1)  (36.1)    

788788788788    

(45.0)(45.0)(45.0)(45.0)    

955955955955    

 ( ( ( (43.5)43.5)43.5)43.5)    

 199 

  (9.5) 

3,9633,9633,9633,963    

 (33.0) (33.0) (33.0) (33.0) 

인원 
   23 

  (3.8) 

     26 

   (6.0) 

 33 

 (8.3) 

  35   

 (11.4) 

39 

 (13.2) 

 156 

  (7.6) 
동호회 

부조금 
  126 

  (3.9) 

    110 

   (4.1) 

117 

 (6.7) 

 136    

  (6.2) 

 170 

  (8.1) 

 659 

  (5.5) 

인원 
    0 

  (0.0) 

     25 

   (5.7) 

     0 

  (0.0) 

 0    

(0.0) 

0 

  (0.0) 

  25 

  (1.2) 
군대 

부조금 
    0 

  (0.0) 

     23 

  (0.9) 

  0 

 (0.0) 

 0    

(0.0) 

0 

 (0.0) 

  23 

  (0.2) 

인원 
    9 

  (1.5) 

   22 

   (5.0) 

     3 

  (0.8) 

   0 

  (0.0) 

  12 

  (4.1) 

  46 

  (2.3) 모르 

겠다 
부조금 

   29 

  (3.7) 

 112 

   (4.2) 

    12 

  (0.7) 

   0 

  (0.0) 

  52 

  (2.5) 

 205 

  (1.7) 

인원 
    6 

  (1.0) 

     11 

  (2.5) 

     2 

  (0.5) 

   4 

  (1.3) 

   6 

  (2.0) 

  29 

  (1.4) 
단체 

부조금 
   92 

  (2.8) 

 272 

  (10.1) 

  64 

 (3.7) 

  137 

  (6.2) 

  192 

  (9.2) 

 757 

  (6.3) 

인원 
  608 

(100.0) 

 436 

 (100.0) 

 397 

(100.0) 

  307 

(100.0) 

  296 

(100.0) 

2,045 

(100.0) 
합계 

부조금 
3,265 

(100.0) 

2,696   

(100.0) 

1,750 

 (100.0) 

2,193 

(100.0) 

 2,093 

(100.0) 

11,997 

(100.0) 

(단위: 명(%), 만원(%)) 

 



 34 

<표 13> 사례별 하객 연결망의 인원 순위 – 한국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1 학연 직장 직장 직장 지연 

2 직장 학연 혈연 지연 학연  

3 혈연 혈연 힉연 혈연 직장 

4 동호회 지연 동호회 동호회 동호회 

5 지연 동호회 지연 학연 혈연 

 

<표 14> 사례별 하객 연결망의 부조금액 순위 – 한국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1 학연 직장 직장 직장 지연 

2 직장 학연 혈연 혈연 혈연 

3 혈연 혈연 학연 지연 직장 

4 지연 지연 지연 동호회 학연 

5 동호회 동호회 동호회 학연 동호회 

 

<표 15> 사례별 하객 연결망의 1인당 평균 부조금액 – 한국 

구분  1  2 3  4  5 전체 

혈연혈연혈연혈연     9.3 9.3 9.3 9.3    11.311.311.311.3    7.47.47.47.4    11.611.611.611.6    32.432.432.432.4    12.212.212.212.2    

지연  7.5  5.2 4.8  3.7  4.5  4.6 

학연  6.0  6.8 4.8  3.7  5.2  4.7 

직장  5.3  6.5 2.8  5.5  4.9  5.2 

동호회  5.5  5.7 5.4  7.1  4.4  4.2 

잘모르겠다  2.9  5.1 4.0  0.0  4.3  4.1 

개인개인개인개인    전체전체전체전체    평균금액평균금액평균금액평균금액     5.9 5.9 5.9 5.9     6.6 6.6 6.6 6.6    4.94.94.94.9     5.5 5.5 5.5 5.5     9.3 9.3 9.3 9.3        6.46.46.46.4    

단체 30.3 24.7 32.0 34.3 32.0 30.7 

단체단체단체단체    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    전체전체전체전체    평균금액평균금액평균금액평균금액     5.4 5.4 5.4 5.4     6.2 6.2 6.2 6.2    4.44.44.44.4     7.1 7.1 7.1 7.1     7.1 7.1 7.1 7.1     6.0 6.0 6.0 6.0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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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특징으로 단체가 내고 있는 부조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한 단체의 평균 부조금액이 30 만원을 웃돌고 있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단체로 부조를 하는 것과 별도로 결혼 당사자의 부친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부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에 부친이 많이 소속되면 

소속되어 있을수록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한 단체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부조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체에 소속하려면 한 

달에 한번은 반드시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또한 다른 집의 결혼식이 있을 때에는 

똑같이 부조를 하게 된다. 한국에서 단체는 상호부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를 제외한 평균 금액과 단체를 포함한 1 인당 평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도를 측정하는데 개인이 낸 평균금액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사례별로 평상시 무엇을 했길래 평균 금액의 차이가 나는가. 부조금이라는 돈으로 

환산해서 평균이 높은 사례는 사회자본의 크기가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 

평균보다 하객 연결망의 평균이 높으면 강한 연대, 낮으면 약한 연대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모든 사례에서 혈연은 강한 연대이고, 지연은 사례 1 만 강한 

연대이고 나머지 사례들은 약한 연대였다. 또한 학연은 혼주가 교육수준이 높은 

사례 1, 2 에서만 강한 연대였고 나머지 사례에서는 약한 연대였다. 직장은 사례 4 만 

강한 연대이고 나머지 사례들은 약한 연대였다. 동호회는 사례 3, 4는 강한 연대
26
이고 

나머지는 약한 연대였다(표 16 참조). 

<표 16> 1인당 평균에서 본 연대의 유형 – 한국 

구분 1 2 3 4 5 

혈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지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학연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직장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동호회 약한 연대 약한 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표 17-1> 사례 1의 겹치는 하객 연결망의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한국 

                                                   
26

 그러나 여기서 사례3, 4의 동호회의 경우 강한 연대가 나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혼주가 성당

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교 공동체라 할 수 있으며 취미 모임과 같은 진정한 동호회

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공동체를 동호회에 넣어야 할지는 다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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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0 (0.0)  0 (0.0)  0  (0.0)  0 (0.0) 
혈연 

 

  0 (0.0)  0 (0.0)  0  (0.0)  0 (0.0) 

 3 (0.5)  0  (0.0)  7 (1.2) 
지연  

 

 20 (0.6)  0  (0.0) 49 (1.5) 

65 (10.7)65 (10.7)65 (10.7)65 (10.7)     0 (0.0) 
학연   

 

 
520 (15.9)520 (15.9)520 (15.9)520 (15.9)     0 (0.0) 

12 (2.0) 
직장   

 

 
 

72 (2.2) 

동호회    
 

 
 

(단위: 명(%), 만원(%)) 

 

<표 17-2> 사례 2의 겹치는 하객 연결망의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한국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0  (0.0) 1  (0.2) 0  (0.0) 0 (0.0) 
혈연 

 

 
0  (0.0) 5  (0.2) 0  (0.0) 0 (0.0) 

4  (0.9) 0  (0.0) 3 (0.7) 
지연 

 
 

 28  (1.0) 0  (0.0) 20 (0.7) 

53 (12.2)53 (12.2)53 (12.2)53 (12.2)    8 (1.8) 
학연 

 

 
 

 416 (15.4)416 (15.4)416 (15.4)416 (15.4)    45 (1.7) 

4 (0.9) 
직장 

   

 

 

25 (0.9) 

동호회 

    

 

 

(단위: 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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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3> 사례 3의 겹치는 하객 연결망의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한국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0  (0.0)   0  (0.0) 0  (0.0)  0 (0.0) 

혈연 

 

 
0  (0.0)   0  (0.0) 0  (0.0)  0 (0.0) 

 44 (11.1) 44 (11.1) 44 (11.1) 44 (11.1)    1  (0.3) 24 (6.5) 

지연 

  

 
193 (11.0)193 (11.0)193 (11.0)193 (11.0)    5  (0.3) 96 (5.5) 

0  (0.0)  0 (0.0) 

학연 

   

 0  (0.0)  0 (0.0) 

 0 (0.0) 
직장 

   

 

 

 0 (0.0) 

동호회 

    

 

 

(단위: 명(%), 만원(%)) 

 

 

<표 17-4> 사례 4의 겹치는 하객 연결망의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한국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0 (0.0)  0 (0.0) 0 (0.0) 0 (0.0) 
혈연 

 

 0 (0.0)  0 (0.0) 0 (0.0) 0 (0.0) 

 4 (1.3) 4 (1.3) 4 (1.3) 4 (1.3)    1 (0.3) 1 (0.3) 
지연 

  

 18 (0.8)18 (0.8)18 (0.8)18 (0.8)    5 (0.2) 3 (0.1) 

0 (0.0) 0 (0.0) 
학연 

   

 0 (0.0) 0 (0.0) 

0 (0.0) 
직장 

   

 

 

 

동호회 
    

 

 

(단위: 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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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5> 사례 5의 겹치는 하객 연결망의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한국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0 (0.0)   0  (0.0) 0 (0.0)  0 (0.0) 
혈연 

 

 0 (0.0)   0  (0.0) 0 (0.0)  0 (0.0) 

105 (35.5)105 (35.5)105 (35.5)105 (35.5)    0 (0.0)  8 (2.7) 
지연 

  

 472 (22.6)472 (22.6)472 (22.6)472 (22.6)    0 (0.0) 35 (1.7) 

0 (0.0)  0 (0.0) 
학연 

   

 0 (0.0)  0 (0.0) 

 0 (0.0) 
직장 

   

 

 

 0 (0.0) 

동호회 
    

 

 

(단위: 명(%), 만원(%)) 

 

다음으로 겹치는 하객 연결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혈연과 겹치는 경우는 

사례 2 에서 1 명밖에 볼 수 없었고, 많이 겹치는 연결망이 지연 아니면 학연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례 5 이고 전 하객 수의 

35.5%나 겹치고 있었다. 반대로 가장 적게 겹치는 모습은 사례 4 에서 볼 수 있었고 

1.3%였다(표 17-1 부터 17-5 참조). 다른 사례 1, 2, 3 은 10% 넘게 겹치고 있었다. 

또한 사례1, 2의 경우 학연과 직장이 겹치는 모습이 두드러지지만, 사례3, 4, 5의 경우 

지연과 학연이 겹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을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사례 1, 2 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같은 대학 선 후배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례 3, 4, 5는 초등 혹은 중등 때 고향에서 같이 학생시절을 보낸 동창생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17-1부터 표 17-5 참조). 

 



 39 

<표 18> 사례별 겹치는 하객 연결망의 1인당 평균 부조금액 – 한국 

구분 1 2 3 4 5 

혈연/지연 0.0 0.0 0.0 0.0 0.0 

혈연/학연 0.0 5.0 0.0 0.0 0.0 

혈연/직장 0.0 0.0 0.0 0.0 0.0 
혈연 

혈연/동호회 0.0 0.0 0.0 0.0 0.0 

지연/학연 6.7 7.0 4.4 4.5 4.54.54.54.5    

지연/직장 0.0 0.0 5.05.05.05.0    5.05.05.05.0    0.0 
 

지연 

지연/동호회 7.0 6.7 4.0 3.0 4.4 

학연/직장 8.08.08.08.0    7.87.87.87.8    0.0 0.0 0.0 
학연 

학연/동호회 0.0 5.6 0.0 0.0 0.0 

직장 직장/동호회 6.0 6.3 0.0 0.0 0.0 

평균평균평균평균    금액금액금액금액    7.67.67.67.6    7.27.27.27.2    4.34.34.34.3    4.34.34.34.3    4.54.54.54.5    

개인 전체 평균 금액 5.9 6.6 4.9 5.5 9.3 

(단위: 만원(%)) 

 

평균 금액을 보면, 겹치는 연결망의 평균 금액이 전체 평균 금액보다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 사례 1, 2였다. 또한 다른 사례 3, 4, 5는 모두 겹치는 연결망의 평균이 전체 

평균 금액에 못 미쳤다(표 18 참조). 

즉 사례 1, 2 와 같이 연결망이 겹치면 겹칠수록 부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와 

사례 3, 4, 5와 같이 연결망이 겹치면 부조를 적게 하고 있는 경우로 이분화되었다. 즉 

사례 1, 2 는 거의 8 만원 가까운 부조를 학연과 직장이 겹치는 하객들이 하고 있는 

반면에, 사례 3, 4, 5 는 5 만원을 지연과 직장 혹은 학연과 겹치는 하객들이 부조하고 

있다. 금액의 차이에서 3 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을 때 학연과 직장의 결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회자본의 크기를 표현하듯이, 사례 1, 2 는 강한 

연대의 성격을 볼 수 있고, 사례 3, 4, 5는 약한 연대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약하다고 느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결망의 

강도 측정의 기준으로 관계의 친밀성, 지속성, 접촉 빈도 등을 사용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의 강도를 결혼 당사자 및 부모가 하객에게 느끼는 가까운 정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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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성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이리하여 연결망의 강도를 통하여 사회자본을 

얼마나 질적으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매우, 약간) 가깝다’는 ‘강한 연대’, ‘보통’, ‘별로 가깝지 않다”는 ‘약한 연대’로 

분류하였다. 즉 가까운 정도로 본 연결망과 부조금액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된다면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 그 하객이 강한 연대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표 19-1> <혈연>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한국 

   1 2 3 4 5 소계 

인원   27 (4.5)27 (4.5)27 (4.5)27 (4.5)      8  (8.2)  8  (8.2)  8  (8.2)  8  (8.2)     50 (12.6) 50 (12.6) 50 (12.6) 50 (12.6)     52 (16.9)52 (16.9)52 (16.9)52 (16.9)     13  (4.4) 13  (4.4) 13  (4.4) 13  (4.4)      150  (75.4)  150  (75.4)  150  (75.4)  150  (75.4)    강한 

연대 금액  256 (7.8) 256 (7.8) 256 (7.8) 256 (7.8)     99 (15.4) 99 (15.4) 99 (15.4) 99 (15.4)    376 (21.5)376 (21.5)376 (21.5)376 (21.5)    664 (30.3)664 (30.3)664 (30.3)664 (30.3)    515151515 (24.6)5 (24.6)5 (24.6)5 (24.6)    2,227  (91.6)2,227  (91.6)2,227  (91.6)2,227  (91.6)    

인원    1 (0.2)   2  (0.5)   2  (0.5)   3  (1.0)   6 (20.3)   14   (7.0) 
보통 

금액    3 (0.1)  13  (0.5)  10  (0.6)   9  (0.4)  33 (15.8) 68   (2.8) 

인원    0 (0.0)   0  (0.0)   0  (0.0)   6  (2.0)   1  (0.3)     7   (3.5) 약한 

연대 금액    0 (0.0)   0  (0.0)   0  (0.0)  36  (1.6) 100  (4.8)   136   (5.6) 

인원  28 (4.7)  38  (8.7)  52 (13.1) 61 (19.9)  20  (6.8)    199 (100.0) 

혈 

연 

소계 
금액 259 (7.9) 429 (15.9) 386 (22.1) 709 (32.3) 648 (31.0) 2,431 (100.0) 

(단위: 명(%), 만원(%)) 

 

<표 19-2> <혈연>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한국 

  1 2 3 4 5 전체 

강한 연대  9.5 9.5 9.5 9.5    12.412.412.412.4     7.5 7.5 7.5 7.5    12.812.812.812.8    39.639.639.639.6    17.917.917.917.9    

보통  3.0  6.5  5.0  3.0  5.5  4.9 

약한 연대  0.0  0.0  0.0  6.0 100.0100.0100.0100.0    9.4 
혈연 

평균평균평균평균    금액금액금액금액     9.3 9.3 9.3 9.3    11.311.311.311.3     7.4 7.4 7.4 7.4    11.611.611.611.6    32.432.432.432.4    12.212.212.212.2    

개인 전체 평균 금액  5.4  6.2  4.4  7.1  7.1  6.4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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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 <지연>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한국 

   1 2 3 4 5 소계 

인원  12 (2.0) 12 (2.0) 12 (2.0) 12 (2.0)     12 (2.8)   19 (4.8)  19 (4.8)  19 (4.8)  19 (4.8)     40 (13.0) 40 (13.0) 40 (13.0) 40 (13.0)     10  (3.4)    93  (33.1) 강한 

연대 금액 108 (3.4)108 (3.4)108 (3.4)108 (3.4)     76 (2.9)   94 (5.3)  94 (5.3)  94 (5.3)  94 (5.3)    155  (7.1)155  (7.1)155  (7.1)155  (7.1)    110  (5.2)   543  (41.7) 

인원    5 (0.8)  21 (4.8) 21 (4.8) 21 (4.8) 21 (4.8)      10 (2.5)  22  (7.2) 118 (39.9)118 (39.9)118 (39.9)118 (39.9)       176     176     176     176  (62.6)(62.6)(62.6)(62.6)    
보통 

금액   19 (0.6)  95 (3.5) 95 (3.5) 95 (3.5) 95 (3.5)      46 (2.6)  76  (3.5) 475 (22.7)475 (22.7)475 (22.7)475 (22.7)    711  (54.6)711  (54.6)711  (54.6)711  (54.6)    

인원    0 (0.0)   2 (0.5)    0 (0.0)   1  (0.3)   9  (3.1)     12   (4.2) 약한 

연대 금액    0 (0.0)  10 (0.4)    0 (0.0)   3  (0.1)  35  (1.7)     48   (3.6) 

인원   17 (2.8)  35 (8.0)   29 (7.3)  63 (20.5) 137 (46.3)   281 (100.0) 

지 

연 

소계 
금액 127 (3.9)  181 (6.7)  140 (8.0) 234 (10.7) 620 (29.6) 1,302 (100.0) 

(단위: 명(%), 만원(%)) 

 

<표 20-2> <지연>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한국 

  1 2 3 4 5 전체 

강한 연대  9.0 9.0 9.0 9.0     6.3 6.3 6.3 6.3     4.9 4.9 4.9 4.9     3.9 3.9 3.9 3.9    11.011.011.011.0     9.0 9.0 9.0 9.0    

보통  3.8  4.5  4.6  3.5  4.0  4.0 

약한 연대  0.0  5.0  0.0  3.0  3.9 4.1 
지연 

평균평균평균평균    금액금액금액금액     7.5 7.5 7.5 7.5     5.2 5.2 5.2 5.2     4.8 4.8 4.8 4.8     3.7 3.7 3.7 3.7     4.5 4.5 4.5 4.5     4.6 4.6 4.6 4.6    

개인 전체 평균 금액  5.4  6.2  4.4  7.1  7.1  6.4 

(단위: 만원) 

 

<표 21-1> <학연>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한국 

   1 2 3 4 5 소계 

인원   200 (32.9) (32.9) (32.9) (32.9)     64 (14.7) 64 (14.7) 64 (14.7) 64 (14.7)       5  (1.3)   4  (1.4)  4  (1.4)  4  (1.4)  4  (1.4)       5  (1.7)  278 (50.6) 강한 

연대 금액 1,020 (31.3)1,020 (31.3)1,020 (31.3)1,020 (31.3)    345 (12.8)345 (12.8)345 (12.8)345 (12.8)      24  (1.4)  14  (1.2) 14  (1.2) 14  (1.2) 14  (1.2)    30  (1.5) 1,433 (55.8) 

인원   122 (20.1)   61 (14.0)   42 (10.6)  42 (10.6)  42 (10.6)  42 (10.6)      2  (0.7)   34 (11.5)34 (11.5)34 (11.5)34 (11.5)    261  (47.5)261  (47.5)261  (47.5)261  (47.5)    
보통 

금액   466 (14.3)  245  (9.1) 193 (11.0)193 (11.0)193 (11.0)193 (11.0)      8  (0.4) 172  (8.2)172  (8.2)172  (8.2)172  (8.2)    1,084  (42.21,084  (42.21,084  (42.21,084  (42.2))))    

인원     4  (0.7)    1  (0.2)    4  (1.0)   0  (0.0)    2  (0.7)   11   (1.9) 약한 

연대 금액    12  (0.4)    5  (0.2)   26  (1.5)   0  (0.0)   10  (0.5)   53   (2.1) 

인원 325 (53.5) 126 (28.9)   51 (12.8)   6  (2.0)   41 (13.9) 549 (100.0) 

학 

연 

소계 
금액 1,498 (45.9) 595 (22.1) 243 (13.9)  22  (1.0) 212 (10.1) 2,570 (100.0) 

(단위: 명(%), 만원(%)) 



 42 

<표 21-2> <학연>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한국 

  1 2 3 4 5 전체 

강한 연대  5.1 5.1 5.1 5.1    5.45.45.45.4     4.8  3.5  6.0  5.25.25.25.2    

보통  3.8  4.0  4.6  4.0  5.1  4.2 

약한 연대  3.0  5.0  6.0 6.0 6.0 6.0     0.0  5.0  4.8 
학연 

평균평균평균평균    금액금액금액금액     4.6 4.6 4.6 4.6     4 4 4 4.7.7.7.7     4.8 4.8 4.8 4.8     3.7 3.7 3.7 3.7     5.2 5.2 5.2 5.2     4.7 4.7 4.7 4.7    

개인 전체 평균 금액  5.4  6.2  4.4  7.1  7.1  6.4 

(단위: 만원) 

<표 22-1> <직장>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한국 

   1 2 3 4 5 소계 

인원    3  (0.5)   31  (7.1)    6  (1.6)    5  (1.6)    0  (0.0)    45   (5.9) 강한 

연대 금액    32  (1.0)  238  (8.8)   43  (2.4)   25  (1.1)    0  (0.0)   338   (8.1) 

인원  196 (32.2) 196 (32.2) 196 (32.2) 196 (32.2)    115 (26.4)115 (26.4)115 (26.4)115 (26.4)    221 (55.7)221 (55.7)221 (55.7)221 (55.7)      40 (13.0)   37 (12.5)  37 (12.5)  37 (12.5)  37 (12.5)    609  (80.3)609  (80.3)609  (80.3)609  (80.3)    
보통 

금액 1,015 (31.1)1,015 (31.1)1,015 (31.1)1,015 (31.1)    698 (25.9)698 (25.9)698 (25.9)698 (25.9)    745 (42.6)745 (42.6)745 (42.6)745 (42.6)    549 (25.0)549 (25.0)549 (25.0)549 (25.0)    189  (9.0)189  (9.0)189  (9.0)189  (9.0)    3,196  (76.7)3,196  (76.7)3,196  (76.7)3,196  (76.7)    

인원    0  (0.0)    7  (1.6)    0  (0.0)   93 (30.3)93 (30.3)93 (30.3)93 (30.3)       4 (13.5)   104  (13.8) 약한 

연대 금액    0  (0.0)   38  (1.4)    0  (0.0) 381 (17.4)   11  (0.5)   430  (10.3) 

인원 199 (32.7) 153 (35.1)  227 (57.3) 138 (44.9)   41 (26.0) 758 (100.0) 

직 

장 

소계 
금액 1,047 (33.2) 974 (36.1) 788 (45.0) 955 (43.5) 200  (9.5) 4,165 (100.0) 

 

<표 22-2> <직장>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한국 

  1 2 3 4 5 전체 

강한 연대 10.710.710.710.7     7.7 7.7 7.7 7.7     7.2 7.2 7.2 7.2     5.0  0.0 7.57.57.57.5    

보통  5.2  6.1  3.4 13.713.713.713.7     5.1 5.1 5.1 5.1    5.2 

약한 연대  0.0  5.4  0.0  4.1  2.8 4.1 
직장 

평균평균평균평균    금액금액금액금액     5.3 5.3 5.3 5.3     6.4 6.4 6.4 6.4     3.5 3.5 3.5 3.5     6.9 6.9 6.9 6.9     4.9 4.9 4.9 4.9    5.5 

개인 전체 평균 금액  5.4  6.2  4.4  7.1  7.1 6.4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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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동호회>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한국 

   1 2 3 4 5 소계 

인원    0  (0.0)    3  (0.7)    0  (0.0)    1  (0.3)   13  (4.4)  17  (10.4) 강한 

연대 금액  0  (0.0)    8  (0.3)    0  (0.0)   3  (0.1)   55  (2.7)  66  (10.0) 

인원 23232323     (3.8) (3.8) (3.8) (3.8)       7  (0.2)         33  (8.3)33  (8.3)33  (8.3)33  (8.3)      32323232    (10.4)(10.4)(10.4)(10.4)      25  (8.4)25  (8.4)25  (8.4)25  (8.4)    120  (77.4)120  (77.4)120  (77.4)120  (77.4)    보통 

이다 금액 126  (3.9)126  (3.9)126  (3.9)126  (3.9)      31  (1.1)  117  (6.7) 117  (6.7) 117  (6.7) 117  (6.7)    131  (6.0)131  (6.0)131  (6.0)131  (6.0)      94  (4.5)  94  (4.5)  94  (4.5)  94  (4.5)    499  (75.7)499  (75.7)499  (75.7)499  (75.7)    

인원    0  (0.0)         15  (3.4)15  (3.4)15  (3.4)15  (3.4)       0  (0.0)    2  (0.6)    1  (0.3)   18  (11.1) 약한 

연대 금액    0  (0.0)   71  (2.6)  71  (2.6)  71  (2.6)  71  (2.6)       0  (0.0)    7  (0.3)   21  (1.0)   99  (14.4) 

인원   23  (3.8)   25  (6.0)   33  (8.3)   35 (11.4)   39 (13.2) 155 (100.0) 

동 

호 

회 

소계 
금액 126  (3.9) 110  (4.1) 117  (6.7) 136  (6.2) 170  (8.1) 659 (100.0) 

(단위: 명(%), 만원(%)) 

 

<표 23-2> <동호회>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한국 

  1 2 3 4 5 전체 

강한 연대  0.0  2.7  0.0  3.0  4.2 4.2 4.2 4.2     3.9 3.9 3.9 3.9    

보통  5.5 5.5 5.5 5.5     4.4  3.5 3.5 3.5 3.5     4.1  3.8  4.2 

별로가깝지않다  0.0  4.74.74.74.7     0.0  3.5  2.1  5.5 
동호회 

평균평균평균평균    금액금액금액금액     5.5 5.5 5.5 5.5     4.2 4.2 4.2 4.2     3.5 3.5 3.5 3.5     3.9 3.9 3.9 3.9     4.4 4.4 4.4 4.4     4.3 

개인 전체 평균 금액  5.4  6.2  4.4  7.1  7.1  6.4 

(단위: 만원) 

 

혈연에 있어서는 모든 사례에서 강한 연대가 압도적이다(표 19-1 참조). 연대 

유형에서 본 평균금액도 사례 5 만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평균금액을 웃돌고 있고 

물론 개인 전체 평균금액도 훨씬 웃돌고 있다(표 19-2 참조). 따라서 혈연에 있어서 

가까운 정도에서 본 하객들의 강한 연대는 부조금에 있어서도 강한 연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지연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사례 1, 3, 4 의 경우 강한 

연대인 것에 비해 사례 2, 5 는 보통이다(표 20-1 참조). 가까운 정도에서만 보면 

지연은 약한 연대의 성격도 강해 보인다. 그러나 평균금액을 보면, 역시 강한 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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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들이 내는 부조가 평균금액을 웃돌고 있고, 특히 사례 5 는 훨씬 웃돌고 

있다(표 20-2 참조). 따라서 지연에 있어서도 가까운 정도에서 본 하객들의 강한 

연대는 부조금에 있어서도 강한 연대인 것을 알 수 있다. 

학연에 있어서도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고, 사례 1 과 같이 강한 연대인 반면에 

사례3, 5와 같이 약한 연대인 것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보통이었다 (표21-1 참조). 

가까운 정도에서만 보면 지연과 마찬가지로 약한 연대의 성격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평균 금액을 보면 사례 3 만 제외하고 강한 연대의 하객들이 내는 부조가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사례 3은 약한 연대의 하객들이 내는 부조가 평균을 웃돌고 

있다(표 21-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례 3 의 경우는 예외적이고, 인터뷰를 통하여 

고등학교 동창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례사례사례사례 2(2(2(2(부친부친부친부친))))    

나는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고등학교 

동창한테는 애착이 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생각돼….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동료 중에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따로 모이고 있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고등학교의 결속력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사회는 반드시 동창회를 결성하여 사람들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어느 

수준 학교의 동창회냐에 따라서 그곳에 기대하는 바와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회에서는 성인이 되었어도 초등학교 수준의 동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친구간의 우정만을 강조할 것이다. 그 반면에 명문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회에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곳에서는 정보 교환이라든지 실제 문제 해결욕구가 더 강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동창회라도 명문학교의 동창은 비명문학교에 비해 자존심과 자부심이 높고 아울러 

결속력도 강하다(이훈구, 2003)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연은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성격을 비슷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에 있어서는 모든 사례에서 연대가 보통인 비율이 높다. 보통뿐만 아니라, 

사례 4 의 경우 약한 연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조금액으로 봤을 때 정도와 

관련하여 적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 5 의 경우도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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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하객들 인원수 보다 금액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 참조). 연대 

유형별 평균금액은 어떨까. 약한 연대의 성격이 강한 직장이지만, 사례 1, 2, 3은 강한 

연대의 하객들이 내는 부조금액이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반면에 사례 4, 5 는 보통 

관계의 하객들이 내는 부조금액이 평균을 웃돌고 있다. 여기서 직장이라는 전체 

연결망을 평가할 때는 연대가 보통인 하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부조를 많이 하고 있고 역시 그 하객과는 강한 연대를 맺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2 참조).  

동호회에 있어서는 보통 혹은 사례 2 의 경우 약한 연대이었다. 그러나 사례 2 와 

같이 강한 연대의 비율이 있는 것은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같은 성당에 다니고 있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사례 5 의 경우처럼 모친이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특별히 동호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강한 연대의 

비율이 다른 사례들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3-1 참조). 대체로 동호회는 

약한 연대의 성격이지만, 평균을 보아도 사례 5 를 제외하면 강한 연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혹은 약한 연대의 하객들이 평균을 웃도는 부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큰 부조를 하지 않은 것도 또한 친밀성과 상관이 있으므로 동호회는 아주 

약한 연대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표 23-2 참조). 

전체적으로 역시 혈연, 지연, 학연은 강한 연대의 하객들이 내는 부조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혈연은 대체로 10만원부터 100만원, 지연은 5만원부터 

20만원, 학연은 5만원부터 10만원 내고 있다. 또한 혈연>지연>학연의 순서로 금액이 

작아지고 있다. 전통적 관계에서는 친밀도와 금액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친하면 친할수록 부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직장의 경우 강한 연대의 

하객들이 부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보통인 하객들도 부조를 많이 하고 

있고, 동호회의 경우 사례 5 를 제외하고는 보통 혹은 약한 연대의 하객들이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적 관계에서는 친밀도와 금액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친하지 않아도 부조를 많이 하는 하객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관계인 혈연, 지연, 학연의 연대의 유형이 인원수와 부조금액 모두 

강한 연대로 분류되고, 근대적 관계인 직장, 동호회의 연대의 유형은 모두 약한 

연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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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소결소결소결소결    

 

하객 구성의 특징을 보면 한국의 경우 (1) 부모 중에서도 특히 부친이 하객 초청 

원인자였다. 따라서 연령대도 젊은 층은 거의 없고 40대 이후가 많았다.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형제의 친구들도 온다는 점 역시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 

하객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부친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3)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같은 

지역에 현재 사는 하객들이 50%, 다른 출신 지역이면서 같은 지역에서 사는 하객들이 

50%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면만 보면 한국인의 부계 중심적이고 연고 중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밀도가 높고 폐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고 자발적 결사는 

자동적으로 밀도가 낮고 개방적인 연대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이재열, 1998)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서로 알고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결망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강도의 유형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하객 연결망과 부조금을 보면 한국은 하객 연결망이 전통적 관계와 근대적 관계 

모두 공존하고 있었고, 연결망이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겹치는 모습이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각 연결망의 크기는 부친의 

직위가 높으면 직장 연결망이 크면서도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직장과 학연 연결망이 

겹치고 있고,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도 지연과 직장이 겹친 연결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사례마다 생활배경을 바탕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끼리끼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객 연결망 전체로는 학연 혹은 

직장이 가장 많은 부조를 하고 있지만, 1 인당 부조금은 혈연이 가장 많았다. 하객 

연결망에 대한 친밀도를 보면, 전통적 관계는 강한 연대, 보통, 약한 연대가 존재하는 

반면에 근대적 관계는 보통 혹은 약한 연대만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부조금과 

친밀도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전통적 관계에 있어서 친밀도와 금액이 

상관관계가 있었고 친하면 친할수록 부조를 많이 하고 있었다. 반대로 근대적 관계에 

있어서는 친밀도와 상관없이 부조를 하고 있었다. 즉 친하지 않아도 부조를 많이 하는 

하객들이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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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장장장장    일본에서의일본에서의일본에서의일본에서의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1. 1. 1. 1. 하객의하객의하객의하객의    구성구성구성구성    

 

결혼식(특히 피로연
27
의 특성)이 한국과 일본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객 구성과 

부조금
28
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과 일본의 결혼식에서는 초청이라는 

개념이 달리 나타난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서로간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만을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청한다. 따라서 일본은 하객 규모
29
도 작다. 일본의 경우 각 집단 

중에서도 친한 사람밖에 참석 못하게 되어 있는 결혼식 문화와 결혼 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혈연 중에서는 4 촌까지만 부르고, 지연 / 학연 / 직장 중에서는 

현재 친분이 있는 관계자에게만 청첩장을 돌리고 하객으로 초청한다. 따라서 청첩장의 

장수와 하객 수는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부조금 접수대’는 존재하지만, 

결혼 당사자 및 부모는 그 자리에 서있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가 하객의 일원으로 

결혼식
30
에 참석하기 때문이고, 하객의 결혼식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하객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피로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1

, 피로연에서 함께 축복해주는 

하객 구성은 한정되어 있고
32

, 굳이 부조금 접수대에서 인사를 안 하여도 하객들을 

                                                   
27
일본의 피로연에서는 하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화려하고 이벤트적인 요고 즉, 양친에게 꽃다발 증정, 촛불서비스, 신부가 몇 가지 

의상을 준비하여 피로연의 순서에 따라 의상을 갈아입고 등장하거나, 등장 시 드라이 아이스 

또는 레이저 광선 등 소도구를 사용 화려한 연출을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리배치의 

경우 대부분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순서대로 식장의 앞에서부터 배치하여 이름이 원탁 테이블에 

쓰여져 있고 좌우 측의 맨 뒤는 대개 결혼 당사자의 부모와 형제의 자리로 정해져 있다. 
28
부조금은 초대 받는 피로연 장소의 식비에 맞는 금액을 첨가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객들은 평균 15-30만원 이상은 부조를 해야 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 당사자의 부친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조를 많이 한다고 한다. 
29

 일본의 하객 규모는 10-100명의 범위 내에서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경제수준에 맞게 

결혼식을 올린다. 2002년 6월30일 발표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결혼식에 온 하객 규모는 

1위가 11명-20명 이하가 17%, 2위가 81명-90명 이하가 13%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30

 일본의 경우, 결혼식이란 피로연도 포함한다.  
31

 대부분의 경우 청첩장을 받은 하객들은 암묵의 참석이 요구된다. 그것은 하객 측에서도 

그리해야 할만한 깊은 관계가 결혼당사자 및 부모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2

 따라서 부부동반이나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동반자의 식비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보다도 엄숙하고 조용하게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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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하객 초청 원인자가 누구인가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부친과 모친, 그리고 

결혼 당사자가 주체로 비슷한 확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하객들이 부친과의 관계인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부친보다 오히려 

모친이나 결혼 당사자의 하객들이 많다는 것을 사례 7, 8 을 보면 알 수 있다(표 24 

참조).  

<표 24> 사례별 하객 초청 원인자 – 일본 

 6 7 8 9 10 합계 

부친 
62626262    

(43.4)(43.4)(43.4)(43.4)    

17 

(39.6) 

13 

(31.7) 

7777    

(43.8)(43.8)(43.8)(43.8)    

4 

(26.7) 

103103103103    

(185.2)(185.2)(185.2)(185.2) 

모친 
51 

(35.7) 

 8 

(18.6) 

22222222    

(53.7)(53.7)(53.7)(53.7)    

5 

(31.3) 

6666    

(40.0)(40.0)(40.0)(40.0)    

 92 

(179.3)    

결혼당사자 
30 

(21.0) 

18181818    

(41.9)(41.9)(41.9)(41.9)    

 6 

(14.6) 

4 

(25.0) 

5 

(33.3) 

 63 

(135.8) 

당사자의 

형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500.0) 

(단위: 명(%)) 

 

부모의 하객들은 초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혼 당사자들은 

이야기 한다. 

 

사례사례사례사례 8 (8 (8 (8 (결혼결혼결혼결혼    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    

저는 결혼식이란 본인이 축복 받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 

하객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기 친구분들을 부르고 싶어 했었어요…. 회사의 

얼굴도 있을 태고…. 물론 아버지 친구분들을 부르면 훨씬 부조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저로서는 나쁜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 부부를 위한 이벤트라는 것을 강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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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제가 직접 아는 분만을 모셨어요….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해요…. 

 

사례사례사례사례 10(10(10(10(결혼결혼결혼결혼    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    

우리 집은 아버님이 일찍 병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일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스스로 벌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전 학년을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A 신문사였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저는 그 상하의 

신문판매소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 번 4 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해왔지요. 그 때 친하게 대해준 상사들이 마침 친부모 같이 저를 

돌봐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또한 “결혼식을 올릴 때는 꼭 불러야 

한다”고 그 당시부터 계속 저에게 얘기해 주었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학생시절 아르바이트 관계자들을 부르는 경우는 일본에서도 드물 거에요.. 제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요…. 

 

위의 대화를 보면 사례 8 에서는 부모가 초청하려고 해도 결혼 당사자가 부모의 

하객들은 일부러 초청하지 않고 본인의 친구만을 초청하였고, 사례 10 에서는 부모의 

가정 형편을 생각하여 결혼 당사자가 본인 친구도 초청하지 않고 대신 본인이 일하던 

옛날 직장에서 친분이 깊었던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기를 위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되어 있었던 점이다. 따라서 주체가 결혼 당사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객 초청 원인자와 관련하여 결혼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5 사례 중 

3 사례(사례 6, 7, 8)는 부모가 90%, 본인이 10-20%, 2 사례(사례 9, 10)는 결혼 

당사자들이 비용의 40%, 80%를 부담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결혼비용을 대부분 부모가 

부담한 사례 6, 7, 8 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결혼 당사자들이 하객 초청 결정부터 시작하여 

결혼에 관한 모든 일에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비용을 대부분 결혼 

당사자들이 부담한 사례 9, 10 의 경우, 양쪽 부친이 직장을 퇴임한 후 결혼하게 된 

관계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결혼 당사자들의 의향이 반영되고 있다. 



 50 

그러나 조금이나마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 

당사자들로 인해 어느 정도 주도 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표 25 에서 부조금이 총 결혼비용 중 10-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과 비교할 때 결혼비용은 많이 드는 것에 비해 부조가 지니는 역할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부조금이 갖는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25> 사례별 총 결혼비용, 부조금,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비용 부담률 – 일본 

사례 
총 결혼비용 

 (주택, 여행 포함) 
총 부조금 

부모  

부담금 

결혼 당사자 

부담금 

6 37,000 (100.0) 4,120 (11.1) 29,590 (80.0) 3,290  (8.9) 

7 10,000 (100.0) 1,150 (11.5)  7,080 (70.8) 1,770 (17.7) 

8  8,200 (100.0) 1,613 (19.7)  5,600 (68.3)   987 (12.0) 

9  4,000 (100.0)   890 (22.3)  1,870 (46.8) 1,240 (30.9) 

10  3,400 (100.0)   660 (19.4)     30  (0.9) 2,710 (79.7) 

(단위: 만원(%)) 

1) 총 결혼비용은 신랑측, 신부측을 합친 금액이고 결혼식 비용, 주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외에 

예단/예물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2) 일본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결혼 당사자들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 형태의 신혼 집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 비용에 보증금만 포함되어 있고, 월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주택비용을 산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객들을 선택하는 것인가. 일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야마기시토시오(山岸俊男)는 저서 『신뢰의 구조』에서 일본인의 헌신적인(comm

itment)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33

. 일본인은 특정 상대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 즉 내 집단 편애의 이익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는 안전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33

 commitment relationship가 “약속한 관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연구자는 “헌신적인 

관계”라는 용어로 대신하고자 한다.  



 51 

사회지만, 일반적 신뢰나 관계적 신뢰의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한다. 즉 약속한 관계가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특정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신념이 일본인에게 더 강하다. 분석틀에 맞춰서 조사자가 파악한 일본 사례의 

일반적인 하객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6> 사례별 하객의 성별 – 일본 

구분 6 7 8 9 10 합계 

남  57  (39.9)  29  (67.4) 29  (67.4) 29  (67.4) 29  (67.4)     14  (36.6) 10  (62.5)10  (62.5)10  (62.5)10  (62.5)     7  (46.7) 117 (253.1) 

여  86  (60.1)86  (60.1)86  (60.1)86  (60.1)     14  (32.6)  26  (63.4)26  (63.4)26  (63.4)26  (63.4)     6  (37.5)  8  (53.3) 8  (53.3) 8  (53.3) 8  (53.3)    140 (246.9)140 (246.9)140 (246.9)140 (246.9)    

단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500.0) 

(단위: 명(%)) 

<표 27> 사례별 하객의 연령 – 일본 

구분 6 7 8 9 10 

부친 50대 50대 60대 50대 60대 
합계 

10대   2   (1.4)  0   (0.0)  0   (0.0)  0   (0.0)  2  (13.3)   4   (1.6) 

20대 49  (34.3)49  (34.3)49  (34.3)49  (34.3)    11  (25.6)11  (25.6)11  (25.6)11  (25.6)     9  (22.0) 9  (22.0) 9  (22.0) 9  (22.0)     5  (31.3) 5  (31.3) 5  (31.3) 5  (31.3)     2  (13.3)  76  (29.5) 

30대   5   (3.5)  5  (11.6)  2   (4.9)  0   (0.0)  1   (6.7) 13   (5.0) 

40대 13   (9.1)  6  (14.0)  4   (9.8)  0   (0.0)  5  (33.3) 5  (33.3) 5  (33.3) 5  (33.3)     28  (10.9) 

50대 51  (35.7)51  (35.7)51  (35.7)51  (35.7)    13  (30.2)13  (30.2)13  (30.2)13  (30.2)    16  (39.0)16  (39.0)16  (39.0)16  (39.0)     4  (25.0)  5  (33.3) 5  (33.3) 5  (33.3) 5  (33.3)     89  (34.5) 89  (34.5) 89  (34.5) 89  (34.5)    

60대 17  (11.9)  6  (14.0)  6  (14.5)  5  (31.3) 5  (31.3) 5  (31.3) 5  (31.3)     0   (0.0)  34  (13.2) 

70대   6   (4.2)   2   (4.7)  4   (9.8)  2  (12.5)  0   (0.0)  14   (5.4) 

합계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100.0) 

(단위: 명(%))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다. 이것은 초청된 하객들이 부부로 참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친의 친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표 26 참조). 

연령의 경우, 한국은 40, 50 대 하객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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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50 대 다음으로 20 대 하객이 많다(표 27 참조). 이것은 일본의 결혼 문화가 

젊은이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결혼 당사자의 하객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결혼이란 젊은이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이벤트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표 28> 사례별 하객의 교육 수준 – 일본 

구분 6 7 8 9 10 

부친의 

교육수준 

대학원졸 

(박사) 
대졸 대졸 고졸 고졸 

모친의 

교육수준 
대졸 대졸 고졸 중졸 고졸 

당사자의 

교육수준 
대졸 

대학원졸 

(석사) 

대학원졸 

(석사) 

대학원졸 

(박사재학) 
대졸 

합계 

초졸이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졸  29  (20.3) 1   (2.3) 17  (41.5)  5  (31.3)  6  (40.0)  58  (22.5) 

대졸  78  (54.5) 78  (54.5) 78  (54.5) 78  (54.5)    41  (95.3)41  (95.3)41  (95.3)41  (95.3)    23  (56.1)23  (56.1)23  (56.1)23  (56.1)    10  (62.6)10  (62.6)10  (62.6)10  (62.6)     9  (60.0)9  (60.0)9  (60.0)9  (60.0)    161  (62.4)161  (62.4)161  (62.4)161  (62.4)    

대학원졸  36  (25.2) 1   (2.3)  1   (2.4) 1   (6.3)  0   (0.0)  39  (15.1) 

합계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100.0) 

(단위: 명(%)) 

 

교육수준의 경우, 사례 6, 7, 8은 대졸 출신 하객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사례 9, 10은 

중졸부터 대학원졸까지 다양한 교육수준을 가진 하객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28 참조). 

이것은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사례 6, 7, 

8 은 부친이 대졸 혹은 대학원졸, 모친이 고졸 혹은 대졸이고 결혼 당사자도 대졸 

혹은 대졸이상이다. 따라서 하객 구성을 보아도 사례 6 은 대학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하객들이 많고, 사례 8 은 고졸 하객들도 존재한다. 반면에 사례 9, 10 은 결혼 

당사자는 대졸 혹은 대학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졸 

혹은 고졸이기 때문에 대졸출신 하객들은 모두 결혼 당사자의 관계자이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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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들은 중졸 혹은 고졸 출신이다. 

 

 

<표 29> 사례별 하객의 직업 – 일본 

구분 6 7 8 9 10 

부친의 

직업 
개업의사 

대기업 

사장 

도시은행 

지점장 

골프장 

관리 

유통공장 

공장장 

모친의 

직업 
주부 주부 

지영업 

(꽃집) 
주부 주부 

당사자의 

직업 

초등학교 

교사 

무역회사 

사원 

대학 

교직원 

대학 

강사 

취업 

준비생 

합계 

전문직 43  (30.1)  7  (16.3)  8  (19.6)  3  (18.8)  1   (6.7)  62  (24.0) 

관리직  8   (5.6)  6  (14.0)  6  (14.6)  2  (12.5)  1   (6.7)  23   (8.9) 

사무직 18  (12.6) 18  (41.9)18  (41.9)18  (41.9)18  (41.9)     9  (22.0)9  (22.0)9  (22.0)9  (22.0)     2  (12.5)  4  (26.7)  51  (19.8) 

서비스직 11   (7.7)  1   (2.3)  6  (14.6)  5  (31.3) 5  (31.3) 5  (31.3) 5  (31.3)     5  (33.3)5  (33.3)5  (33.3)5  (33.3)     28  (10.9) 

생산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학생 14   (9.8)  0   (0.0)  1   (2.4)  1   (6.3)  2  (13.3)  18   (7.0) 

주부 49  (34.3)49  (34.3)49  (34.3)49  (34.3)     9  (20.9)  8  (19.5)  2  (12.5)  2  (13.3)  70  (27.1)70  (27.1)70  (27.1)70  (27.1)    

무직  0   (0.0)  2   (4.7)  3   (7.3)  1   (6.3)  0   (0.0)   6   (2.3) 

농어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100.0) 

(단위: 명(%)) 

 

하객 직업의 경우, 사례 6은 주부, 사례 7, 8은 사무직, 사례 9, 10은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많다(표 29 참조). 주부가 많은 이유는 모친이 초청한 하객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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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사례별 하객의 출신 지역 – 일본 

구분 6 7 8 9 10 합계 

같은 고향* 
143 143 143 143 

(100.0)(100.0)(100.0)(100.0)    

 24 24 24 24    

 (55.8) (55.8) (55.8) (55.8)    

41414141    

(100.0)(100.0)(100.0)(100.0)    

16161616    

(100.0)(100.0)(100.0)(100.0)    

10101010    

 (66.7) (66.7) (66.7) (66.7)    

234234234234    

 (90.7) (90.7) (90.7) (90.7) 

다른 고향 
  0 

  (0.0) 

 19 

 (44.2) 

 0 

  (0.0) 

 0 

  (0.0) 

 5 

 (33.3) 

 24 

  (9.3) 

합계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100.0) 

                                                                            (단위: 명(%)) 

* 여기서 “같은 고향”이란 하객과 초청 원인자가 같은 고향일 경우를 말하고, “다른 고향”이란 

하객과 추청 원인자가 다른 거주지일 경우를 말한다. “같은 고향”의 구체적 범위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름을 밝혀둔다. 

 

<표 31> 결혼 당사자 및 부모의 출신 지역(출생지) – 일본 

사례 부친 모친 결혼 당사자 

6 교토 교토 교토 

7 히로시마 히로시마 도쿄 

8 교토 교토 교토 

9 도쿄 도쿄 도쿄 

10 히로시마 히로시마 도쿄 

 

하객들의 출신 및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모든 사례에서 대부분 주체자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거주지인 것을 표에서 알 수 있다. 사례 6, 8 의 부모 및 결혼 당사자는 

교토 출신이자 교토에서 살아왔다. 사례7은 부모의 고향이 히로시마(廣島)였지만 현재 

거주지는 도쿄이다. 사례 9 는 고향도 거주지도 도쿄이다. 사례 10 은 부모의 고향이 

또한 히로시마(廣島)이지만 현재 거주지는 또한 도쿄이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교토에서 사는 사람들은 교류 관계를 맺는 데에 지역 유동이 없다. 교토는 한국의 

경주와 같은 전통적인 도시이므로 지방적인 관습도 전통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교토는 배타적인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며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에도 외부 지역 

보다는 교토에 사는 사람끼리 교류하는 편이다(표 30～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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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례별 하객의 거주 지역 – 일본 

구분 6 7 8 9 10 합계 

같은 

거주지 

143 

(100.0) 

37 

 (86.0) 

41 

(100.0) 

16 

(100.0) 

 9 

 (60.0) 

246 

 (95.3) 

다른 

거주지 

  0 

  (0.0) 

 6 

 (14.0) 

 0 

  (0.0) 

 0 

  (0.0) 

 6 

 (40.0) 

12 

  (4.7) 

합계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100.0) 

(단위: 명(%)) 

* 여기서 “같은 거주지”란 하객과 초청 원인자가 같은 거주지일 경우를 말하고, “다른 거주지”란 

하객과 추청 원인자가 다른 거주지일 경우를 말한다. “같은 거주지”의 구체적 범위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름을 밝혀둔다. 

 

<표 33> 결혼 당사자 및 부모의 거주 지역 (결혼 당시) – 일본 

사례 부친 모친 결혼 당사자 

6 교토 교토 교토 

7 도쿄 도쿄 도쿄 

8 교토 교토 교토 

9 도쿄 도쿄 도쿄 

10 도쿄 도쿄 도쿄 

 

 

2. 2. 2. 2.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및및및및    부조금부조금부조금부조금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 하객과의 관계를 보면, 일본의 경우 연결망이 겹치는 모습을 

하나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34 를 보면, 혈연 관계는 모든 사례에서 하객 중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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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사례별 하객 연결망의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액 – 일본 

구분 6 7 8 9 10 합계 

인원 
   67   67   67   67    

 (46.9) (46.9) (46.9) (46.9)    

   25   25   25   25    

 (58.2) (58.2) (58.2) (58.2)    

   25   25   25   25    

 (61.0) (61.0) (61.0) (61.0)    

  12  12  12  12    

 (75.0) (75.0) (75.0) (75.0)    

 10 10 10 10    

 (66.7) (66.7) (66.7) (66.7)    

 139 139 139 139    

(307.8)(307.8)(307.8)(307.8)    혈

연 
부조금 

1,100 

 (27.6) 

  550  550  550  550    

 (47.8) (47.8) (47.8) (47.8)    

1,3401,3401,3401,340    

 (83.1) (83.1) (83.1) (83.1)    

 800 800 800 800    

 (89.9) (89.9) (89.9) (89.9)    

320 

 (48.5) 

4,1104,1104,1104,110    

(296.9)(296.9)(296.9)(296.9) 

인원 
    7 

  (4.9) 

    0 

  (0.0) 

    6 

 (22.0) 

   0 

  (0.0) 

  0 

  (0.0) 

  13 

 (26.9) 지

연 
부조금 

  150 

  (3.8) 

    0 

  (0.0) 

  100 

  (6.2) 

   0 

  (0.0) 

  0 

  (0.0) 

 250 

 (10.0) 

인원 
   20 

 (14.0) 

    9 

 (20.9) 

    1 

  (2.4) 

   4 

 (25.0) 

  0 

  (0.0) 

  34 

 (62.3) 학

연 
부조금 

  360 

  (9.0) 

  210 

 (18.3) 

   35 

  (2.2) 

  90 

 (10.1) 

  0 

  (0.0) 

 695 

 (39.6) 

인원 
   32 

 (22.4) 

    9 

 (20.9) 

    9 

 (14.6) 

   0 

  (0.0) 

  5 

 (33.3) 

  55 

 (91.2) 직

장 
부조금 

1,9501,9501,9501,950    

 (48.9) (48.9) (48.9) (48.9)    

  390 

 (33.9) 

 138 

  (8.6) 

   0 

  (0.0) 

340340340340    

 (51.5) (51.5) (51.5) (51.5)    

2,818 

(142.9)    

인원 
   17 

 (11.9) 

    0 

  (0.0) 

    0 

  (0.0) 

   0 

  (0.0) 

  0 

  (0.0) 

  17 

 (11.9) 
동

호

회 부조금 
  430 

 (10.8) 

    0 

  (0.0) 

    0 

  (0.0) 

   0 

  (0.0) 

  0 

  (0.0) 

 430 

 (10.8) 

인원 
  143 

(100.0) 

   43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258 

(500.0) 합

계 
부조금 

3,990 

(100.0) 

1,150 

(100.0) 

1,613 

(100.0) 

 890 

(100.0) 

660 

(100.0) 

8,303 

(500.0) 

(단위: 명(%), 만원(%)) 

 

따라서 친척관계는 일본에서도 중요한 상호부조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연결망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사례 1, 3 은 전통적 관계 및 근대적 

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하였지만, 대체로 다른 사례들은 한 사례에 두 세 가지만 

연결망이 존재하였다. 즉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중 반드시 두 가지 연결망만 

존재하였던 것이다. 물론 겹치는 연결망을 볼 수는 없었다. 이것은 교토라는 전통적인 

지방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연 관계는 사례 6, 8 밖에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풍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토는 지역적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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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웃 사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연도 현재 이웃뿐이고, 

고향 및 옛날 이웃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이 현재를 중요시하는 

사회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사례사례사례사례 2 (2 (2 (2 (결혼결혼결혼결혼    당사자당사자당사자당사자))))    

일본의 경우, 만일에 옛날에 친하다가 최근에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랑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랑 어느 쪽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냐면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는 

현재 빈번히 만나서 자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원래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가 연락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과는 영원히 안 만나던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집니다. 만일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옛날의 친했던 관계까지 

되돌리 수는 없는 사이가 돼버리지요…. 그래서 아무리 알고 지낸 기간이 짧더라도 그 

순간에는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도 생각합니다. 대체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은 자신이 결혼 당사자 혹은 부모와 아주 가깝게 강한 연대로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 받은 것이고, 초청 받은 하객들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반대로 하객들도 그렇게 인식할거에요.. 자기는 결혼식에 갈 수 있는 선택 받은 

사람이라고…. 그 하객이 얼마를 하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부조를 많이 하면 

부담스럽지요…. 직장 관계자들은 서로 약간의 이익 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조를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혈연이니까 반드시 많이 부조해야 한다거나 그런 

관념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처럼 일본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아는 사이었더라도 그 동안 계속 상호교류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친분관계는 해소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친하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부조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본의 경우 보기 힘들었다
34

. 현재 자주 만나고 
                                                   
34

 부조를 많이 한 혈연 하객들은 한 달의 한번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달의 5번 

이상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와 다르다. 5번 이상 만나는 이유는 일본의 

혈연이 모두 4촌 이내의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결혼 당사자와 동갑인 사촌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다양하게 먼 친척도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아애 청첩장도 돌리지 않기 때문에 4촌 이상의 친척들은 

결혼식이 있다는 것 자체 알 수 없다. 지연은 한 달의 2, 3번 만나는 하객들이었다. 이것 또한 

한국과 정반대의 양상이지만, 현재 이웃의 지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번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연도 한 달의 3, 4번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빈번히 교류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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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경향에 대해 나카네찌에(中根千枝)도 일본인이 현재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과 한번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독특한 지적을 하였지만, 바로 그 점을 여기서 시사해주는 
것 같다. 사회적 통념상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안 하면 ‘실례가 된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랜 세월 접촉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만나면 옛날과 같은 친한 관계를 

되돌리기가 힘들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그것이 곧 관계도 멀어지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에 있어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자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매일 실제로 접촉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는 경향이 있다.
35

  

학연에 대해서도 사례 6 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결혼 당사자와의 학연이었고, 

그것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친구들이 전부였다. 다양한 연결망에 속하는 하객들을 

초청하지 않는 점은 다음의 사례들에서 드러난다. 

 

사례사례사례사례 7 (7 (7 (7 (부친부친부친부친) ) ) )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 부르는 것은 부담스러운 관계에요. 왜냐하면 학교 

친구들은 돈 관계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 아들 결혼식 때도 나는 

안 갔었고, 저 쪽에서도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서로가 서운해할 정도도 

아니에요…. 

 

사례사례사례사례 8(8(8(8(부친부친부친부친) ) ) )     

글쎄요.. 동창회에는 거의 안가고 갈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연은 결혼 당사자의 친구가 많으므로 졸업한지 몇 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의 경우 한 달의 2번부터 4, 5번 이상 

만나고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었다. 동호회의 경우 한 달에 1번 아니면 4번 모임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이로 

생각되지만 현재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빈번히 만났다고 사람들이 반드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빈번히 만날 수록 친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5

 이러한 일본의 인간관계는 ‘떠나는 사람은 날마다 멀어진다’라는 속담은 일본적인 인간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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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친한 친구도 없고요.. 그냥 학생시절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있지만, 

결혼식까지 부르고 축하하러 와달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사겨온 친구들도 그 때만 친했던 뿐이지 지금은 영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한다고 아쉬워할 일도 지금까지 없었고.. 물론 도움을 청하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요…. 

 

학연이 중요시되는 한국 사회와는 달리 일본 사회에서는 학연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을 뿐더러 학생 시절 때만 친하게 지낸 학교 친구이자 과거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 및 결혼 당사자의 현재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고, 예외적으로 결혼 당사자가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 하였던 

옛날 직장 동료 및 상사가 있었다. 하객 중 학연의 경우 대부분이 결혼 당사자의 

관계자였다. 

다음으로 각 연결망의 인원수와 부조금액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일본은 하객 

인원수도 혈연 혹은 직장 관계자들이 많고, 부조금도 인원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5> 사례별 하객 연결망의 인원 순위 – 일본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0 

1 혈연 혈연 혈연 혈연 혈연 

2 직장 학연 직장 학연 직장 

3 학연 직장 지연   

4 동호회  학연   

5 지연     

 

<표 36> 사례별 하객 연결망의 부조금액 순위 – 일본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0 

1 직장 혈연 혈연 혈연 직장 

2 혈연 학연 직장 학연 혈연 

3 학연 직장 지연   

4 동호회  학연   

5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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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사례6의 경우 인원수 1위는 혈연인데 부조금액은 1위가 직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촌 동생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조금을 안 낸 

경우이다. 따라서 직장이 내는 부조금이 1 위로 되었고, 사례 10 의 경우에도 인원수 

1 위는 혈연인데 부조금액은 1 위가 직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 또한 사례 10 의 개인 

사정과 관련이 있다. 직장의 하객들은 결혼 당사자가 옛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일자리의 상사들로서 학비를 장학금 형식으로 내준 마치 부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직장의 범주로 들어가 있지만 혈연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혈연이 인원수나 

부조금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표 35, 36 참조). 

 

<표 37> 사례별 하객 연결망의 1인당 평균 부조금액 – 일본 

구분 6 7 8 9 10 전체 

혈연 16.4 22.0 53.653.653.653.6    66.766.766.766.7    32.0 29.6 

지연 21.4  0.0 16.7  0.0  0.0 19.2 

학연 18.0 23.3 35.0 22.5  0.0 20.4 

직장 60.960.960.960.9    43434343.3.3.3.3    15.3  0.0 68.068.068.068.0    69.469.469.469.4    

동호회 25.3  0.0  0.0  0.0  0.0 25.3 

전체전체전체전체    평균평균평균평균    금액금액금액금액    27.927.927.927.9    26.726.726.726.7    39.339.339.339.3    55.655.655.655.6    44.044.044.044.0    38.738.738.738.7    

(단위: 만원) 

 

<표 38> 1인당 평균에서 본 연대의 유형 – 일본 

구분 6 7 8 9 10 

혈연 약한 연대 약한 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지연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학연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직장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동호회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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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객 연결망의 1 인당 평균을 보면, 한국과 달리 사례 3, 4 만 혈연이 

평균적으로 부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직장의 1인당 액수가 크다. 즉 

인원수 및 전체 금액은 앞에서 보았듯이 혈연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오히려 평균 

부조금액을 보면 직장 사람들이 한 사람씩 부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개인 평균보다 하객 연결망의 평균이 높으면 강한 연대, 낮으면 약한 

연대라고 할 때, 사례 6, 7, 10 의 혈연, 지연, 학연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약한 

연대이고 직장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매우 강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8, 9 는 

혈연이 평균을 웃돌고 있는 강한 연대이고, 다른 연결망은 평균보다 낮은 약한 

연대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평균과 가까운 정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37, 38참조). 

다음으로 일본의 전통적 관계 및 근대적 관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의 특성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하객 연결망 별로 본 

가까운 정도와 부조금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9-1> <혈연>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일본 

   6 7 8 9 10 소계 

인원   67 (46.9)  67 (46.9)  67 (46.9)  67 (46.9)     25 (58.2) 25 (58.2) 25 (58.2) 25 (58.2)       25 (61.0)   25 (61.0)   25 (61.0)   25 (61.0)     12 (75.0) 12 (75.0) 12 (75.0) 12 (75.0)     10 (66.7) 10 (66.7) 10 (66.7) 10 (66.7)     139 (100.0) 139 (100.0) 139 (100.0) 139 (100.0)    강한 

연대 금액 1,100 (27.61,100 (27.61,100 (27.61,100 (27.6))))    550 (47.8)550 (47.8)550 (47.8)550 (47.8)    1,340 (83.1)1,340 (83.1)1,340 (83.1)1,340 (83.1)    800 (89.9)800 (89.9)800 (89.9)800 (89.9)    320 (48.5)320 (48.5)320 (48.5)320 (48.5)    3,840 (100.0)3,840 (100.0)3,840 (100.0)3,840 (100.0)    

인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한 

연대 금액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원   67 (46.9)  25 (58.2)    25 (61.0)  12 (75.0)  10 (66.7)   139 (100.0) 

혈

연

소계 
금액 1,100 (27.6) 550 (47.8) 1,340 (83.1) 800 (89.9) 320 (48.5) 3,840 (100.0) 

(단위: 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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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 <혈연>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일본 

  6 7 8 9 10 전체 

강한 연대 16.416.416.416.4    22.022.022.022.0    53.653.653.653.6    66.766.766.766.7    32.032.032.032.0    27.627.627.627.6    

약한 연대  0.0  0.0  0.0  0.0  0.0  0.0 혈연 

평균 금액 16.4 22.0 53.6 66.7 32.0 27.6 

개인 전체 평균 금액 27.9 26.7 39.3 55.6 44.0 38.7 

(단위: 만원) 

 

<표 40-1> <지연>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일본 

   6 7 8 9 10 소계 

인원    7  (4.9)   7  (4.9)   7  (4.9)   7  (4.9)      0  (0.0)   6 (22.0)  6 (22.0)  6 (22.0)  6 (22.0)      0  (0.0)   0  (0.0)   13 (100.0) 강한 

연대 금액 150 150 150 150  (3.8) (3.8) (3.8) (3.8)      0  (0.0) 100  (6.2)100  (6.2)100  (6.2)100  (6.2)      0  (0.0)   0  (0.0) 250 (100.0) 

인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한 

연대 금액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원    7  (4.9)   0  (0.0)   6 (22.0)   0  (0.0)   0  (0.0)   13 (100.0) 

지

연

소계 
금액 150  (3.8)   0  (0.0) 100  (6.2)   0  (0.0)   0  (0.0) 250 (100.0) 

(단위: 명(%), 만원(%)) 

 

<표 40-2> <지연>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일본 

  6 7 8 9 10 전체 

강한 연대 21.421.421.421.4   0.0 16.716.716.716.7     0.0  0.0 19.2 

약한 연대  0.0  0.0  0.0  0.0  0.0  0.0 지연 

평균 금액 21.4  0.0 16.7  0.0  0.0 19.2 

개인 전체 평균 금액 27.9 26.7 39.3 55.6 44.0 38.7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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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학연>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일본 

   6 7 8 9 10 소계 

인원  20 (14.0) 20 (14.0) 20 (14.0) 20 (14.0)        9 (20.9)    9 (20.9)    9 (20.9)    9 (20.9)      1  (2.4)  1  (2.4)  1  (2.4)  1  (2.4)      4 (25.0)  4 (25.0)  4 (25.0)  4 (25.0)      0  (0.0)  33 (100.0)    강한 

연대 금액 360  (9.0)360  (9.0)360  (9.0)360  (9.0)      210 (1  210 (1  210 (1  210 (18.3)8.3)8.3)8.3)     35  (2.2) 35  (2.2) 35  (2.2) 35  (2.2)     90 (10.1) 90 (10.1) 90 (10.1) 90 (10.1)      0  (0.0) 495 (100.0)    

인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한 

연대 금액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원  20 (14.0)     9 (20.9)   1  (2.4)   4 (25.0)   0  (0.0)  33 (100.0)    

학

연

소계 
금액 360  (9.0) 210 (18.3)  35  (2.2)  90 (10.1)   0  (0.0) 495 (100.0)    

(단위: 명(%), 만원(%)) 

 

<표 41-2> <학연>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일본 

  6 7 8 9 10 전체 

강한 연대 18.718.718.718.7    23.323.323.323.3    35.035.035.035.0    22.522.522.522.5     0.0 15.0    

약한 연대  0.0  0.0  0.0  0.0  0.0  0.0 학연 

평균 금액 18.7 23.3 35.0 22.5  0.0 15.0    

개인 전체 평균 금액 27.9 26.7 39.3 55.6 44.0 38.7 

(단위: 만원) 

 

<표 42-1> <직장>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일본 

   6 7 8 9 10 소계 

인원    20 (14.0)   20 (14.0)   20 (14.0)   20 (14.0)      9 (20.9)  9 (20.9)  9 (20.9)  9 (20.9)      9 (14.6)  9 (14.6)  9 (14.6)  9 (14.6)      0  (0.0)    5 (33.3)   5 (33.3)   5 (33.3)   5 (33.3)       43  (76.8)   43  (76.8)   43  (76.8)   43  (76.8)    강한 

연대 금액 1,000 (25.1)1,000 (25.1)1,000 (25.1)1,000 (25.1)     390 (33.9) 390 (33.9) 390 (33.9) 390 (33.9)    138  138  138  138  (8.6)(8.6)(8.6)(8.6)      0  (0.0) 340 (51.5)340 (51.5)340 (51.5)340 (51.5)    1,868  (66.3)1,868  (66.3)1,868  (66.3)1,868  (66.3)    

인원    12  (8.4)   0  (0.0)   0  (0.0)   0  (0.0)    0  (0.0)    12  (23.2) 
보통 

금액   950 (23.8)   0  (0.0)   0  (0.0)   0  (0.0)    0  (0.0)   950  (33.7) 

인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한 

연대 금액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원    32 (22.4)   9 (20.9)   9 (14.6)   0  (0.0)    5 (33.3)    55 (100.0) 

직

장

소계 
금액 1,950 (48.9)  390 (33.9) 138  (8.6)   0  (0.0)  340 (51.5) 2,818 (100.0) 

(단위: 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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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직장>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일본 

  6 7 8 9 10 전체 

강한 연대 50.0 43.343.343.343.3    15.315.315.315.3     0.0 68.068.068.068.0    43.443.443.443.4    

보통이다 79.279.279.279.2     0.0  0.0  0.0  0.0 79.2 

약한 연대  0.0  0.0  0.0  0.0  0.0  0.0 
직장 

평균 금액 60.9 43.3 15.3  0.0 68.0 29.6 

개인 전체 평균 금액 27.9 26.7 39.3 55.6 44.0 38.7 

(단위: 만원) 

 

<표 43-1> <동호회> 연대 유형별 구성 인원수 및 부조금 – 일본 

   6 7 8 9 10 소계 

인원  17 (100.0) 17 (100.0) 17 (100.0) 17 (100.0)      0  (0.0)   0  (0.0)   0  (0.0)   0  (0.0)   17 (100.0) 강한 

연대 금액 430 (100.0)430 (100.0)430 (100.0)430 (100.0)      0  (0.0)   0  (0.0)   0  (0.0)    0  (0.0)  430 (100.0) 

인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한 

연대 금액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원  17 (11.9)   0  (0.0)   0  (0.0)   0  (0.0)   0  (0.0)   17 (100.0) 

동

호

회

소계 
금액 430 (10.8)   0  (0.0)   0  (0.0)   0  (0.0)   0  (0.0) 430 (100.0) 

(단위: 명(%), 만원(%)) 

 

<표 43-2> <동호회> 연대 유형별 평균 금액 – 일본 

  6 7 8 9 10 전체 

강한 연대 25.325.325.325.3  0.0  0.0  0.0   0.0 25.3 

약한 연대  0.0  0.0  0.0  0.0  0.0  0.0 동호회 

평균 금액 25.3  0.0  0.0  0.0  0.0 48.2    

개인 전체 평균 금액 27.9 26.7 39.3 55.6 44.0 38.7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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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의 경우 강한 연대이면서 동시에 다른 연결망에 있어서도 친밀도가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39-1 참조). 또한 평균을 보면 사례 6, 7, 10 은 강한 연대의 

하객들이 낸 부조금은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약한 연대이다. 반면 사례 8,9 는 강한 

연대의 하객들이 낸 부조금은 평균보다 웃돌고 있어 강한 연대라고 볼 수 

있다(표 39-2 참조). 따라서 주관적(가까운 정도)으로 본 연대의 유형과 객관적(평균 

금액)으로 본 연대의 유형이 달리 나타난다.  

지연의 경우도 강한 연대였다(표 40-1). 그러나 평균을 보면 모든 사례에서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내고 있다. 따라서 지연은 강한 연대의 하객이더라도 부조를 

조금만 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가까움과 연대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40-2 

참조).  

학연에 있어서도 강한 연대의 하객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41-1 참조). 그러나 

평균을 보면 역시 평균보다 낮은 부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약한 연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례 9, 10은 훨씬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가까움과 금액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혈연, 지연과 같은 현상이다(표 41-2 참조). 

직장에 있어서는 강한 연대의 하객과 보통인 하객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42-1 참조). 

그러나 평균을 보면, 연대에 상관없이, 직장 하객들이 낸 부조는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어 강한 연대로 볼 수 있다(표 42-2 참조). 즉 하객 연결망에 따라서 하객들이 내는 

부조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동호회에 있어서는 사례 1 에서만 볼 수 있지만 강한 연대의 성격이었다(표 43-1 

참조). 또한 평균을 보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약한 연대로 볼 수 있다(표 43-2 

참조). 따라서 동호회 또한 가까움과 부조금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하객 연결망은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 

성격도 금액과 상관없이 관계가 강한 연대일 뿐인 것이다.  

 

 

3. 3. 3. 3. 소결소결소결소결    

 

하객 구성의 특징을 보면 일본의 경우 하객 초청 원인자가 결혼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객도 젊은 층이 많고, 교육수준과 직업도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신지, 거주지 역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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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부모와 비슷하였다.  

또한 하객 연결망과 부조금을 보면, 크기는 작고, 2, 3 개의 연결망만 존재하였고, 

부조금은 혈연이 내는 부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인당 부조금도 혈연이 가장 많았다. 

또한 주관적으로 하객에게 느끼는 가까운 정도를 살펴보면 전통적 관계와 근대적 

관계 모두 강한 연대였다. 부모 및 결혼 당사자가 하객에 대해 100% 강한 연대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가깝게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균 부조금액에서 본 

연대는 대부분이 약한 연대였다. 여기서 일본은 친하기 때문에 부조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청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듯이, 돈을 많이 부조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본에서는 결혼을 순수히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혈연관계라도 반드시 

부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친밀성이 시간과 관계가 

있고, 아무리 옛날에 친했어도 지금 소원해지면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5년, 10년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제 헤어진 듯이 만남의 감격을 가질 수 있지만, 일본은 지속성이 

중요시되므로 아무리 혈연관계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왕래가 없으면 관계가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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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666장장장장    한국과한국과한국과한국과    일본의일본의일본의일본의    비교비교비교비교    

 

1. 하객의하객의하객의하객의 구성구성구성구성 

 

4 장, 5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그것을 

모두 종합하여 한일 비교를 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들은 모두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일본이다. 또한 각 그림이 항목별로 N 이 다르는 이유로 ‘무응답’,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비율이기 때문이다.  

먼저 하객 초청 원인자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부친의 관계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친의 관계자가 한국의 경우 훨씬 적은 반면에 일본의 경우 36%나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다음으로 하객의 성별을 보면, 한국은 남자가 92%로 압도적으로 많다. 반대로 

일본은 여자가 60%로 오히려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또한 하객의 연령을 보면, 한국은 부친의 연령에 따라서 하객들의 연령도 40 대부터 

60 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일본은 하객 초청 원인자가 결혼 당사자라는 

점과 관련하여 20 대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10 대부터 30 대까지 젊은 층을 

합하면 한국은 16%, 일본은 36%로 2배 차이가 있었다(그림 3 참조).  

그러면 하객의 교육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사례별로 보았을 때 부친의 

교육수준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한국에서 나타났다. 예컨대 한국의 한 

사례에서 부친의 학력이 고졸이었을 때, 그 하객들 역시 고졸이 많았다. 또한 

하객들의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이 많았던 다른 사례는 부친이 해외에서 박사를 

마치고 명문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객들도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았음을 시사해준다(그림 4 참조). 

다음으로 하객의 직업을 비교해 보자. 한국의 경우 전문직을 가진 부친의 사례가 

3 개(사례 1, 2, 3)였다. 그리고 나머지 2 사례는 자영업이므로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전문직은 사례가 

하나(사례 6)였다. 또한 주부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모친의 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는 도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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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객 초청 원인자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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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객의 성별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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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객의 연령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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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객의 교육 수준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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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객의 직업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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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객의 출신 지역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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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객의 거주 지역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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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의 출신 지역을 보면, 한국의 경우 하객 초청 원인자와 다른 고향 출신이 

62%로 여러 지역 출신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하객 초청 원인자와 같은 고향 출신이 100%였다(그림 6 참조).  

거주 지역을 보아도, 한국의 경우 하객 초청 원인자와 같은 거주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하객도 존재하였다. 아마도 고향 친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하객 초청 원인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하객들이 

100%였다(그림 7 참조).  

 

 

2. 2. 2. 2.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연결망연결망연결망    및및및및    부조금부조금부조금부조금    

 

하객과의 관계를 보면 하객 인원은 한국의 경우 학연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혈연이 50%이고 학연은 12%밖에 없었다. 한국사회의 학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부조금액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학연은 45%로 인원보다 조금 낮아지지만, 대체로 

인원과 비슷하다. 일본의 경우도 인원과 거의 비슷하지만, 학연이 8%로 낮아지고 

직장은 30%로 부조금액 비율이 높아졌다. 일본에서 학연관계의 사람들은 결혼 

당사자의 동창생이 대부분이었으므로(앞에서 언급), 비교적 소액의 부조금을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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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객 초청 원인자와 하객과의 관계 <인원>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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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객 초청 원인자와 하객과의 관계 <부조금액> -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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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서만 겹치는 하객 연결망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학연과 직장이 많이 

겹치고 있다. 이것은 사례 1, 2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사회에서 

학연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부조금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겹치고 있는 다른 연결망이 인원수보다 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 학연/직장이 

겹친 연결망은 오히려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원수보다 크다(그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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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겹치는 하객 연결망 –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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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연대의 유형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분류해보았다. 먼저 1 인당 평균에서 

객관적으로 본 연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혈연은 한국의 경우 강한 연대이고 일본의 

경우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양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지연, 학연은 

한국의 경우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 약한 

연대였다. 직장은 한국의 경우 약한 연대이고 일본의 경우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호회는 한국의 경우 약한 연대이면서 종교 공동체는 

강한 연대이고 일본의 경우 동호회의 성격에 상관없이 약한 연대였다(표 44 참조).  

다음으로 하객에 대한 친밀도에서 주관적으로 본 연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혈연은 한국의 경우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강한 연대만 가지고 있었다. 지연, 학연은 한국의 경우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 강한 연대였다. 직장은 한국의 경우 약한 

연대이고 일본의 경우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호회는 

한국의 경우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 강한 

연대만이었다(표 45 참조). 

종합하면, 한국은 객관적으로 본 연대의 유형과 주관적으로 본 연대의 유형이 

혈연만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일본은 객관적으로 본 연대의 유형과 전혀 

다른 연대의 유형을 주관적인 친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경우 부조금 

액수가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부조금 액수가 

인간관계와 전혀 다른 맥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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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1인당 평균에서 본 연대의 유형 – 한일 비교 

구분 한국 일본 

혈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지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학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약한 연대 

직장 약한 연대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동호회 
약한 연대 

(종교 공동체: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약한 연대 

 

<표 45> 하객에 대한 친밀도에서 본 연대의 유형 – 한일 비교 

구분        한국       일본 

혈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9: 9: 9: 9    

        약한 연대: 1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10: 10: 10: 10    

지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3: 3: 3: 3    

        약한 연대: 7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10: 10: 10: 10    

학연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5: 5: 5: 5    

         약한 연대: 5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10: 10: 10: 10    

직장          약한 연대: 10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9: 9: 9: 9    

     약한 연대: 1 

동호회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1: 1: 1: 1    

        약한 연대: 9 
                    강한강한강한강한    연대연대연대연대: 10: 10: 10: 10    

1) 한국의 경우 하객수가 크기 때문에 모든 연대의 유형이 존재하지만, 비율이 

10% 미만의 유형일 경우 아주 미비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2) 위에서 10은 100%를 말한다.  

3) ‘보통’이라도 응답한 경우 해석하기 쉽게 위의 표에서 ‘약한 연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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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주관적, 객관적으로 하객 연결망별 연대의 유형을 살펴봤지만, 한국은 

결과가 일치하였는데, 일본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연구자는 주관적으로 느낀 친밀도가 더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평가된 하객에 대한 친밀성과 객관적인 척도인 부조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표 46> 부조금과 친밀성의 상관관계 – 한일 비교 

1) 여기서 말하는 N은 전체 하객수가 아니라 ‘가까운 정도’에 응답’한’ 하객수를 뜻한다. 

2)  na  즉 사례 9 의 경우는 r 을 게산하는 두 변수 가운데 한 변수 즉 ‘가까운 정도’가 

모두 높은 경우여서 변수가 상수화 되었기 때문에 r을 게산할 수 없었다. 

 

우선 일본과 한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례를 합한 r 은 .249 였다. 이것과 각국의 

r 을 비교해보면 한국 사례 전체의 '부조금 액수'와 '주관적 친밀성'이 보여 주는 

상관계수는 .322 이고, 일본은 .109 이다. 즉 일본은 한국보다 두 변수의 관계의 

정도가 높고 일본은 두 변수의 관계가 낮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주관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조금을 내는 정도가 일본보다 강하고(.322) 일본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약하다(.109). 그러나 두 국가 모두 그러한 관계 즉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면 부조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46 참조).  

한국 일본 

구분 r 유의도 구분 r 유의도 

전체전체전체전체    (N=2,017)    (N=2,017)    (N=2,017)    (N=2,017)    .322.322.322.322    .000.000.000.000    전체전체전체전체     (N=258)     (N=258)     (N=258)     (N=258)     .109 .109 .109 .109    .080.080.080.080    

사례 1  (N=602) .217 .000 사례 6   (N=143)  .086 .306 

사례 2  (N=424) .236 .000 사례 7   (N=43) -.376 .013 

사례 3  (N=398) .530 .000 사례 8   (N=41)  .280 .076 

사례 4  (N=303) .167 .004 사례 9   (N=16) na  

사례 5  (N=290) .302 .000 사례 10  (N=15) -.526 .044 

전체전체전체전체 (N=2,275)    (N=2,275)    (N=2,275)    (N=2,275)   평균평균평균평균 r= .249, r= .249, r= .249, r= .249, 유의도유의도유의도유의도=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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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는 다섯 사례 모두 '부조금 액수'와 '주관적 

친밀성'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사례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사례 1, 

2, 3, 5 는 한국 전체의 평균 r 보다 높고 그 중에서도 사례 3 은 아주 높지만 (.530) 

사례 4 는 평균보다 낮다(.167).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부조금 액수’와 ‘주관적 

친밀성’이 정(+)과 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례 7(-.376), 10(-.526)은 

부조금과 친밀성에 상관관계가 낮고 친밀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부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사례 8(.280) 이 일본 전체의 평균 r 보다 높고 사례 1(.086)은 

평균보다 낮다(표 46 참조).  

종합하면 한국은 부조금을 많이 낼수록 친한 관계임을 시사해주고, 일본은 대체로 

부조금을 많이 낸다고 친한 관계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돈을 적게 낸다고 친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본 연대의 유형이 표 46 에서 나온 결과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연대의 유형이 일본의 경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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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소결소결소결소결    

    

하객 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7 과 같다. 이것은 한일 간의 결혼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표 47> 한국과 일본의 하객 구성 비교 

하객 구성 한 국 일본 

청첩장 지인에게 모두 돌림 

(참석여부 사전확인 안함) 

결혼 규모 및 경제 사정에 맞춰 한정 

(참석여부 사전확인) 

하객 인원 

 

300명 예식 10-20명 

피로연 50-100명 

부조금 현금으로 3-10만원 

 

현금으로 20-30만원 

(피로연 음식값으로 사용됨) 

비용 부담자 부모 100% 결혼 당사자 중심 

결혼 주도자 부모 결혼 당사자 

하객 초청 원인자  부모 결혼 당사자 

하객의 성별 남성 중심 남 : 여 = 1 : 1 

하객의 연령 중년층이 대부분 젊은층이 대부분 

하객의 교육수준 부친의 교육수준과 비슷함 다양한 교육수준 

하객의 직업 부친의 직업과 관계가 있음 다양한 직업 

하객의 출신지역 다른 지역 출신이 60% 대부분이 같은 지역 출신 

하객의 거주지역 다른 지역 거주가 약간 모두 같은 거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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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의 하객 연결망 

    

    

    

    

    

    

    

    

    

    

    

    

    

    

 
 
 
 
 
 
 
 
 
 
 
 
 
 

* 화살표가 없는 선은 각각에 해당하는 범주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혼당사자

및 부모

혈연

N=199
2,431 만원

(12.2만원/인)

지연

N=281
1,302 만원

(4.6만원/인)

N=1

5 만원

(5.0만원/인)

N=160

731 만원

(4.6만원/인)

N=118

936 만원

(7.9 만원/인)

N=16

97 만원

(6.1 만원/인)

N=8, 45 만원

(5.6 만원/인)

직장

N=758
3,963 만원

(5.2만원/인)

N=43

203 만원

(4.7 만원/인)

동호회

N=156
659 만원

(4.2만원/인)

학연

N=549
2,570 만원

(4.7만원/인)

* 직장 및 지연

N=2

10 만원

(5.0만원/인)

강한 연대
약한 연대

총 2,045명, 11,997만원, (6.0만원/인)

결혼당사자

및 부모

혈연

N=199
2,431 만원

(12.2만원/인)

지연

N=281
1,302 만원

(4.6만원/인)

N=1

5 만원

(5.0만원/인)

N=160

731 만원

(4.6만원/인)

N=118

936 만원

(7.9 만원/인)

N=16

97 만원

(6.1 만원/인)

N=8, 45 만원

(5.6 만원/인)

직장

N=758
3,963 만원

(5.2만원/인)

N=43

203 만원

(4.7 만원/인)

동호회

N=156
659 만원

(4.2만원/인)

학연

N=549
2,570 만원

(4.7만원/인)

* 직장 및 지연

N=2

10 만원

(5.0만원/인)

강한 연대
약한 연대

총 2,045명, 11,997만원, (6.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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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본의 하객 연결망 

 

지연

N=13
250 만원

(19.2만원/인)

학연

N=34
695 만원

(20.4만원/인)

직장

N=55

3,818 만원

(69.4만원/인)

동호회

N=17

430 만원

(25.3만원/인)

혈연

N=139
4,110 만원

(29.6만원/인)

결혼당사자

및 부모

강한 연대 총 258명, 8,303만원, (38.7 만원 /인)

지연

N=13
250 만원

(19.2만원/인)

학연

N=34
695 만원

(20.4만원/인)

직장

N=55

3,818 만원

(69.4만원/인)

동호회

N=17

430 만원

(25.3만원/인)

혈연

N=139
4,110 만원

(29.6만원/인)

결혼당사자

및 부모

강한 연대 총 258명, 8,303만원, (38.7 만원 /인)
 

 

하객 연결망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하객 연결망 전체의 

규모가 크고, 연결망이 얽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혈연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으로 학연, 지연이 강한 연대, 약한 연대를 동시에 지닌 가까운 

관계에 있다.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약한 연대로 직장, 동호회가 

존재한다(그림 12 참조).  

한국에서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서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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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의 원리인 자원적 결사가 동시에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집단 내부의 결속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연대를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집단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맺는 관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전통적 

연결망에 기초한 집단이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유연한 

사회 구성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위 연고집단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전통적 집단의 관계는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구조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연결망에 속하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동원력은 주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깊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지 연고라는 이름 하에 

결혼식에 모여든 것을 보면, 연결망의 결속력이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가 공존하는 

연결망이더라도 충분히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장소는 개인, 관계적 구조, 그리고 사회(문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축이 교차하는 항에 따라 다른 사회자본의 의미가 생겨난다. 

반면 일본의 경우 결혼 당사자 및 부모가 그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연결망과 

일정한 관계로 강한 연대를 맺고 있다(그림 13 참조). 일본에서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떤 연결망이든 현재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결망이 강한 연대로 맺어져 있었고 이러한 일본의 하객 

연결망은 일본사회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결혼식에 참여하듯이 사람들 속에 ‘안 보이는 네트워크’인 

혈연/지연/학연으로 인해 연결된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모르는 사람은 

‘남’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만일에 동일집단, 동류집단에 속하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러한 관계로부터는 큰 기대를 얻을 수 없고 연결망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은 같은 틀 안에 박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개인이 현재 있는 집단의 목적, 의도와 부합되면서 사회적인 안정성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집단 안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인원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듯 한국과 일본의 하객 연결망을 통해 연결망의 강도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러한 예측할 수 있는 상호관계의 결과 집단 소속으로부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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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7777 장장장장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의의의의의의의의    및및및및    한계한계한계한계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사회에서 개인상호간 관계의 근접성 혹은 친밀 정도가 

경조사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전통적으로 경조사를 

맞은 친지, 동료 가족에게 부조금을 내는 것은 윤리적 관례이다. 각 개인 간의 친분의 

정도는 경조사 행사의 참여 및 부조금 액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상호부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의식과 생활양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관행은 밀착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교환의 특징적 

모습의 하나이다(Lin, 2001).  

사회적 교환은 일반적 호혜성을 기초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한국인들이 지금도 각종 경조사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유석춘, 2002). 그러므로 상호부조는 가까운 사람들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사회적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또한 결혼식에 

부조금을 내는 행위는 호혜성에 기반한 그 돈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창생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독특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조사 때 전통적 관계인 혈연, 지연, 학연과 근대적 관계인 직장, 

동호회를 통해 자원을 끌어드리고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결혼식은 아주 

중요한 계기이다.  

한국의 하객 연결망이 구체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려면 

동아시아의 특징인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연결망이 형성되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의 오랜 유교 문화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던 가족주의, 농업중심의 

가족 구조, 인종의 동질성,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 등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가족주의가 확대된 형태로 혈연, 지연, 학연을 근거로 

한 집단구성원간 상호관계의 경험은 다양한 연결망을 구성하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한국의 하객 연결망이 사회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장질서가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자신이 속한 가족과 그것의 확대된 형태인 혈연, 지연, 학연단체와 

같은 연고집단에 강한 애착과 헌신을 보이면서 이 연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의 정서가 바로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상호부조의 관행을 바로 연고집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고집단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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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공동체적 관심과 배려를 무한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유석춘 외, 2003). 

이 글은 하객들의 소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모여서 어떻게 대규모의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개인간의 연결망 과정의 분석이 

미시와 거시를 연결시키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상생활의 연결망을 통해 미시 수준의 상호 관계들을 거시적인 수준의 패턴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연구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접근을 확장하고 싶다.  

본 연구에서는 부조를 받는 결혼 당사자 및 부모와 하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었지만, 한쪽만의 조사로서 생길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즉 

부조금을 제공한 하객들 사이의 연결망에 관한 분석에서는 하객들의 직접응답이 

아니라 결혼 당사자 및 부모의 하객에 관한 간접응답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사 대상자 지역과 조사 대상자의 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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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nkon.com/kandir/shuugi/shuug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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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engokyo.or.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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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1.  1.  1.  1.  인터뷰인터뷰인터뷰인터뷰    질문지질문지질문지질문지 

 

하객하객하객하객    연결망의연결망의연결망의연결망의    한일한일한일한일    비교비교비교비교    연구연구연구연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논문주제는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당사자 및 부모가 하객들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이 국가간에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저의 논문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한국 결혼에 관한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지 때문에 응답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절대 

보장되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이 사 리 

 

    

(1) (1) (1) (1) 결혼당사자결혼당사자결혼당사자결혼당사자    및및및및    부모에부모에부모에부모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단지단지단지단지    통계통계통계통계    분석을분석을분석을분석을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 . . . 솔직하게솔직하게솔직하게솔직하게    응답하게응답하게응답하게응답하게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00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00님의 연령은?    만______세  

 

3. 00님은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______년 ___월 ___일 

 

4. 00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의사 2)약사/간호사 3)항공/선박 승무원 4)교수/교사/강사 5)언론/방송인  

6)엔지니어 7)종교/체육/예술인 8)기타전문직 9)5인이상 기업체경영 10)대기업체 간부 

11)고급공무원 12)회사/은행원 13)일반공무원 14)하급군인/경찰 15)사회단체직원 

16)5인미만 소규모경영 17)음식점/숙박업 18)부동산 중개인 19)판매서비스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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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수위/청소부 21)외판원 22)행상노점상 23)파출부 24)기타판매서비스 25)생산감독  

26)숙련공 27)반숙련공 28)운전기사 29)단순노동/막노동 30)기타생산직  

31)학생 32)주부 33)무직 34)제 1차산업 종사자 

 

5. 00님이 태어나신 지역 (고향)은?  

1) 서울  2) 경기도  3) 충천도  4) 전라도  5) 강원도   

6) 경상도 7) 제주도  8) 해외  9) 잘 모르겠다 

 

6. 00님이 결혼하신 지역은?  

1) 서울  2) 경기도  3) 충천도  4) 전라도  5) 강원도   

6) 경상도 7) 제주도  8) 해외  9) 잘 모르겠다 

 

7. 00님이 결혼당시 사신 지역은?  

1) 서울  2) 경기도  3) 충천도  4) 전라도  5) 강원도   

6) 경상도 7) 제주도  8) 해외  9) 잘 모르겠다 

 

8. 00님이 현재 사시는 지역은?  

1) 서울  2) 경기도  3) 충천도  4) 전라도  5) 강원도   

6) 경상도 7) 제주도  8) 해외  9) 잘 모르겠다 

 

(2) (2) (2) (2) 결혼결혼결혼결혼    당사자에게만당사자에게만당사자에게만당사자에게만    묻겠습니다묻겠습니다묻겠습니다묻겠습니다. . . .     

 

9. 결혼 비용 총액은?          __________만원 (주택비용 신혼여행비용 포함) 

 

10. 비용 부담자는?  

(신랑측) :  아버지 ________%    어머니 __________%     결혼 다사자 ________% 

(배우자측): 아버지 ________%    어머니 __________%     결혼 다사자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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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결혼식에결혼식에결혼식에결혼식에    참석한참석한참석한참석한    하객하객하객하객    전부에전부에전부에전부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같은같은    질문을질문을질문을질문을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 .     

 

 응답의 보기 

이름(일련번호)
단순히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료를 보시고 일련번호를 쓰셔도

됩니다.  

하객과의 

관계의 

주체 

 

1)아버지 2) 어머니 3) 결혼당사자 

4)결혼당사자 혹은 부모의 형제  5)잘모르겠다 

OO님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별지 번호표를 써주십시오. 

성별 1) 남 2) 여 3)단체 4) 잘모르겠다 

연령 
1)10대 2)20대 3)30대 4)50대  

5)60대 6)70대이상 7)잘모르겠다 

교육수준 
1) 초등학교 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6) 잘모르겠다 

출신지역 
1) 서울  2) 경기도  3) 충천도  4) 전라도  5) 강원도   

6) 경상도 7) 제주도  8) 해외  9) 잘 모르겠다 

거주지역 
1) 서울  2) 경기도  3) 충천도  4) 전라도  5) 강원도   

6) 경상도 7) 제주도  8) 해외  9) 잘 모르겠다 

직업 

1)의사           2)약사/간호사      3)항공/선박 승무원   4)교수/교사/강사 

5)언론/방송인    6)엔지니어         7)종교/체육/예술인   8)기타전문직  

9)5인이상 기업체경영 10)대기업체 간부 11)고급공무원    12)회사/은행원 

13)일반공무원   14)하급군인/경찰   15)사회단체직원 16)5 인미만 소규모경영

17)음식점/숙박업 18)부동산 중개인 19)판매서비스고용인 20)수위/청소부

21)외판원     22)행상노점상  23)파출부     24)기타판매서비스  25)생산감독

26)숙련공   27)반숙련공  28)운전기사  29)단순노동/막노동   30)기타생산직 

31)학생     32)주부      33)무직      34)농민              35)잘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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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와 가까운 

정도 

1) 매우 가까운 사이 

2) 약간 가까운 사이 

3) 보통이다 

4)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 

5)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 

6)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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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2. 2. 2. 2. 인터뷰인터뷰인터뷰인터뷰    질문지질문지질문지질문지    코드북코드북코드북코드북    

 

(1) 하객 초청 원인자 

1 부친 4 결혼당사자 

2 모친 5 결혼당사자 및 부모 

3 부모 6 결혼당사자 및 부모의 형제 

  9 잘 모르겠다 

 

(2) 하객의 성별 

1 남자 3 단체 

2 여자 9 잘 모르겠다 

 

(3) 하객의 연령 

1 10대 5 50대 

2 20대 6 60대 

3 30대 7 70대 이상 

4 40대 9 잘 모르겠다 

 

(4) 하객의 교육수준 

1 초졸 이하 4 대졸 

2 중졸 5 대학원졸 이상 

3 고졸 9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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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객의 직업 

1 전문직 (의사약사간호사, 항공시선박 승무원, 교수교사강사, 언론방송인, 엔지니어, 

종교체육예술인, 기타전문직) 

2 관리직  (5인이상 기업체경영, 대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정치인) 

3 사무직  (회사원은행원, 일반공무원, 군인경찰, 사회단체직원) 

4 판매서비스직 (5인미만 경영, 음식점, 숙박업, 부동산중개인, 판매서비스고용인, 

수위청소부, 외판원, 행상노점상, 파출부, 기타판매서비스직) 

5 생산직  (생산감독, 숙련공, 반숙련공, 운전기사, 단순노동막노동, 기타생산직) 

6 학생 

7 주부 

8 무직 

9 제 1차 산업 종사 

10 잘 모르겠다 

 

(6) 하객의 출신지역 

1 부모 혹은 결혼 당사자와 고향이 같다 

2 부모 혹은 결혼 당사자와 고향이 다르다 

9 잘 모르겠다 

 

(7) 하객의 거주지역 

1 부모 혹은 결혼 당사자와 거주지가 같다 

2 부모 혹은 결혼 당사자와 거주지가 다르다 

9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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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객과의 구체적인 관계 

1 혈연 9 혈연 및 동호회 

2 지연 10 지연 및 학연 

3 학연 11 지연 및 직장 

4 직장 12 지연 및 동호회 

5 동호회 13 학연 및 직장 

6 혈연 및 지연 14 학연 및 동호회 

7 혈연 및 학연 15 직장 및 동호회 

8 혈연 및 직장 99 잘 모르겠다 

 

(9) 친밀도 

1 매우 가까운 사이다 4 별로 가깝지 않다 

2 약간 가까운 사이다 5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다 

3 보통이다 9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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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3. 3. 3. 3. 각각각각    변수의변수의변수의변수의    단순빈도단순빈도단순빈도단순빈도    분포표분포표분포표분포표    

 

한국한국한국한국 

 
(1) 부조금액 (만원) 

부조금액 부조금액 부조금액 부조금액 ((((만원만원만원만원))))

2 .1 .1 .1

6 .3 .3 .4

31 1.5 1.5 1.9

811 39.7 39.7 41.6

5 .2 .2 41.8

915 44.7 44.7 86.6

3 .1 .1 86.7

4 .2 .2 86.9

2 .1 .1 87.0

1 .0 .0 87.0

187 9.1 9.1 96.2

1 .0 .0 96.2

1 .0 .0 96.3

2 .1 .1 96.4

29 1.4 1.4 97.8

23 1.1 1.1 98.9

1 .0 .0 99.0

7 .3 .3 99.3

1 .0 .0 99.4

1 .0 .0 99.4

1 .0 .0 99.5

1 .0 .0 99.5

10 .5 .5 100.0

2045 100.0 100.0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5.0

20.0

30.0

40.0

50.0

55.0

55.2

60.0

70.0

100.0

Total

Valid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Mean 5.864 Std. Deviation 8.4507 

Median 5.000 Minimum 0.5 

Mode 5.0 Maximum 100.0 

 



 96 

(2) 하객 초청 원인자 

Code  Frequency Percent 

1 부친 1416  69.2 

2 모친  277 13.5 

3 부모  123  6.0 

4 결혼당사자  192  9.4 

5 결혼당사자 및 부모   32  1.6 

6 결혼당사자 및 부모의 형제    5  0.2 

 Total 2045 100.0 

 

Mean 1.58 Std. Deviation 1.015 

Median 1.00 Minimum 1 

Mode 1 Maximum 6 

 

 

(3) 하객의 성별 

Code  Frequency Percent 

1 남 1586 77.6 

2 여  429 21.0 

3 단체   30  1.5 

 Total 2045 100.0 

 

Mean 1.24 Std. Deviation .460 

Median 1.00 Minimum 1 

Mode 1 Maximu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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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객의 연령 

Code  Frequency Percent 

1 10대    2  0.1 

2 20대   36  1.8 

3 30대  173  8.5 

4 40대  460 22.5 

5 50대  700 34.2 

6 60대  574 28.1 

7 70대 이상   71  3.5 

9 잘 모르겠다   29  1.4 

 Total 2045 100.0 

 

Mean 4.90 Std. Deviation 1.079 

Median 5.00 Minimum 1 

Mode 5 Maximum 7 

 

(4) 하객의 교육 수준 

Code  Frequency Percent 

1 초졸   73  3.6 

2 중졸  102  5.0 

3 고졸  362 17.7 

4 대졸 1195 58.4 

5 대학원졸 이상  280 13.7 

9 잘 모르겠다   30  1.6 

 Total 2045 100.0 

 

Mean 3.77 Std. Deviation .951 

Median 4.00 Minimum 1 

Mode 4 Maximu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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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객의 직업 

Code  Frequency Percent 

1 전문직  816 39.9 

2 관리직  187  9.1 

3 사무직  197  9.6 

4 판매서비스직  265 13.0 

5 생산직  180  8.8 

6 학생   12  0.6 

7 주부  214 10.5 

8 무직   44  2.2 

9 제 1차 산업 종사   28  1.4 

10 잘 모르겠다  102  5.0 

 Total 2045 100.0 

 

Mean 3.29 Std. Deviation 2.582 

Median 3.00 Minimum 1 

Mode 1 Maximum 10 

 

(6) 하객의 출신지 

Code  Frequency Percent 

1 초청자와 같은 고향 1004 49.1 

2 초청자와 다른 고향  984 48.1 

9 잘 모르겠다   57   2.8 

 Total 2045 100.0 

 

Mean 1.58 Std. Deviation .940 

Median 2.00 Minimum 1 

Mode 1 Maximu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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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객의 거주지 

Code  Frequency Percent 

1 초청자와 같은 거주 1848 90.4 

2 초청자와 다른 거주  121  5.9 

9 잘 모르겠다   81  3.7 

 Total 2045 100.0 

 

Mean 1.23 Std. Deviation 1.173 

Median 1.00 Minimum 1 

Mode 1 Maximum 9 

(8) 관계 

Code  Frequency Percent 

1 혈연  533 26.1 

2 지연  141  6.9 

3 학연  490  24.0 

4 직장  485 23.7 

5 동호회  119  5.8 

6 혈연 및 지연    0  0.0 

7 혈연 및 학연    1  0.0 

8 혈연 및 직장    0  0.0 

9   혈연 및 동호회    0  0.0 

10 지연 및 학연  149  7.3 

11 지연 및 직장    3  0.1 

12   지연 및 동호회   12  0.6 

13 학연 및 직장   54   2.6 

14   학연 및 동호회    0  0.0 

15   직장 및 동호회   12  0.6 

99 잘 모르겠다   46  2.2 

 Total 2045 100.0 



 100 

 

Mean 5.54 Std. Deviation 7.847 

Median 3.00 Minimum 1 

Mode 1 Maximum 45 

 

(8) 친밀도 

Code  Frequency Percent 

1 아주 가깝다  345 16.9 

2 약간 가깝다  272 13.3 

3 보통이다 1210 59.2 

4 별로 가깝지 않다   50  2.4 

5 안면만 아는 사이   98  4.8 

9 잘 모르겠다   70  3.4 

 Total 2045 100.0 

 

Mean 2.77 Std. Deviation 1.324 

Median 3.00 Minimum 1 

Mode 3 Maximu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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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일본일본 

 
(1) 부조금액(만원) 

 
금금금금액액액액    

42 16.3 16.3 16.3 
10 3.9 3.9 20.2 
5 1.9 1.9 22.1 
8 3.1 3.1 25.2 
4 1.6 1.6 26.7 
1 .4 .4 27.1 

14 5.4 5.4 32.6 
4 1.6 1.6 34.1 

16 6.2 6.2 40.3 
40 15.5 15.5 55.8 
20 7.8 7.8 63.6 
1 .4 .4 64.0 

70 27.1 27.1 91.1 
2 .8 .8 91.9 
2 .8 .8 92.6 

15 5.8 5.8 98.4 
2 .8 .8 99.2 
1 .4 .4 99.6 
1 .4 .4 100.0 

258 100.0 100.0 

.0 
3.0 
4.0 
5.0 
7.5 
8.0 
10.0 
15.0 
20.0 
25.0 
30.0 
35.0 
50.0 
75.0 
90.0 
100.0 
150.0 
200.0 
320.0 
Total 

Valid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Mean 32.686 Std. Deviation 35.1646 

Median 25.000 Minimum 0 

Mode 50.0 Maximum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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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객 초청 원인자 

Code  Frequency Percent 

1 부친  94 36.4 

2 모친  93 36.0 

3 부모  71 27.5 

4 결혼당사자   0  0.0 

5 결혼당사자 및 부모   0  0.0 

6 결혼당사자 및 부모의 형제   0  0.0 

 Total 258 100.0 

 

Mean 1.91 Std. Deviation .796 

Median 2.00 Minimum 1 

Mode 1 Maximum 3 

 

 

(3) 하객의 성별 

Code  Frequency Percent 

1 남 118  45.7 

2 여 140  54.3 

3 단체   0   0.0 

 Total 258 100.0 

 

Mean 1.54 Std. Deviation .499 

Median 2.00 Minimum 1 

Mode 2 Maximu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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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객의 연령 

Code  Frequency Percent 

1 10대  59 22.9 

2 20대 113 43.8 

3 30대   8  3.1 

4 40대  15  5.8 

5 50대  38 14.7 

6 60대  17  6.6 

7 70대 이상   8 3.1 

9 잘 모르겠다   0 0.0 

 Total 258 100.0 

 

Mean 2.78 Std. Deviation 1.747 

Median 2.00 Minimum 1 

Mode 2 Maximum 7 

 

(4) 하객의 교육 수준 

Code  Frequency Percent 

1 초졸   2  0.8 

2 중졸  55 21.3 

3 고졸  34 13.2 

4 대졸  91 35.3 

5 대학원졸 이상  76 29.5 

9 잘 모르겠다   0  0.0 

 Total 258 100.0 

 

Mean 3.71 Std. Deviation 1.128 

Median 4.00 Minimum 1 

Mode 4 Maximu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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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객의 직업 

Code  Frequency Percent 

1 전문직  17  6.6 

2 관리직  15  5.8 

3 사무직  63 24.0 

4 판매서비스직 118 45.7 

5 생산직   0  0.0 

6 학생  15  5.8 

7 주부   4 1.6 

8 무직  21 8.1 

9 제 1차 산업 종사   6 2.3 

10 잘 모르겠다   0 0.0 

 Total 258 100.0 

 

Mean 3.87 Std. Deviation 1.511 

Median 4.00 Minimum 1 

Mode 4 Maximum 8 

 

(6) 하객의 출신지 

Code  Frequency Percent 

1 초청자와 같은 고향 240  93.0 

2 초청자와 다른 고향  18   7.0 

9 잘 모르겠다   0   0.0 

 Total 258 100.0 

 

Mean 1.07 Std. Deviation .255 

Median 1.00 Minimum 1 

Mode 1 Maximu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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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객의 거주지 

Code  Frequency Percent 

1 초청자와 같은 거주 249  96.5 

2 초청자와 다른 거주   9   3.5 

9 잘 모르겠다   0   0.0 

 Total 258 100.0 

 

Mean 1.03 Std. Deviation .184 

Median 1.00 Minimum 1 

Mode 1 Maximum 2 

(8) 관계 

Code  Frequency Percent 

1 혈연 215 83.3 

2 지연   6  2.3 

3 학연  14  5.4 

4 직장  19  8.0 

5 동호회   4  0.9 

6 혈연 및 지연   0  0.0 

7 혈연 및 학연   0 0.0 

8 혈연 및 직장   0 0.0 

9   혈연 및 동호회   0 0.0 

10  지연 및 학연   0 0.0 

11 지연 및 직장   0 0.0 

12   지연 및 동호회   0 0.0 

13 학연 및 직장   0 0.0 

14   학연 및 동호회   0 0.0 

15   직장 및 동호회   0 0.0 

99 잘 모르겠다   0 0.0 

 Total 2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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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1.40 Std. Deviation .942 

Median 1.00 Minimum 1 

Mode 1 Maximum 4 

 

(8) 친밀도 

Code  Frequency Percent 

1 아주 가깝다 149 57.8 

2 약간 가깝다  96 37.2 

3 보통이다  13  5.0 

4 별로 가깝지 않다   0  0.0 

5 안면만 아는 사이   0  0.0 

9 잘 모르겠다   0  0.0 

 Total 258 100.0 

 

Mean 1.47 Std. Deviation .593 

Median 1.00 Minimum 1 

Mode 1 Maximu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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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ositively analyzes marriages focused on the effects of wedding 
guests’ network and its structures on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e 
customs of marriages have been existing since the old times and the customs of 
contribution as rituals have now formed everyday’s life continuing and growing 
practice. By giving contributions, wedding guests intend to maintain a 
relationship and build a more reliable one that will enable them to ask for mutual 
help when in need. Therefore, a wedding contribution maintains and develops 
human relationship, and voluntarily or compulsorily transfers the said 
relationship to others through social norms and so on. From this point of view, a 
wedding contribution is a kind of gift. The contribution and guest networks in 
wedding reveal the human relations, that is, the social capital that a certain 
person is able to mobilize. And this study reappreciate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capital by revealing the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through the rituals of wedding.  

In case of the Korean society, the host of marriage ceremony is usually the 
fa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marriage. In each case of this research, the 
networks of wedding guests are composed of persons similar to the wedding host 
in terms of life backgrounds and social backgrounds. And the fact that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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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guests who give contributions are acquaintances of the wedding host or 
the contracting parties’ brothers and sisters is another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society. In case of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in the Korean society, 
the components of guests networks for mutual help mobilize the resources through 
inherent kinship and territorial relationship, acquired and selective old-boy 
networks, business relations, and other voluntary associations. It shows that the 
network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Besides, the 
guest networks exist all over the kinship, territorial relationship, old-boy networks, 
business relations, and other voluntary associations, and, more often than not, 
they overlap. Meanwhile, the strong ties and weak ties that coexist in kinship, 
territorial relationship, and old-boy networks of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usiness relations and other voluntary associations of modern relationship are 
proven to be weak ties. Though the guest network of kinship is small in size, the 
amount of gift donation per person is large. This indicates the important role of 
kinship networks. And from the correlation between intimacy and contribution 
comes the result that the larger the amount of gift donation, the more intimate is 
the human relationship. 

In case of Japan, the host of marriage ceremony is the contracting parties 
in  marriage. Most of the wedding guests share old-boy networks or business 
relations with the contracting parties in marriage, and their networks are small in 
size but reveal strong ties. The length itself of the actual contact between 
individuals and members of networks indicates their social capital.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 is formed in effects of not only individual 
features but also networks of various relations which one has with others 
surrounding him/her. In the specific situation of marriage, those who maintain 
more contacts with others confirm their relationships through their children’s 
marriage and the contributions of network members.  

In the participation of marriage as guests, the selective and voluntary 
characteristic following one’s interest and personal object and compulsory 
characteristic coexist. In other words, individuals do not only have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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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but also the obligation. Although trapped by kinship, territorial 
relationship, and old-boy networks, participation in marriage still remains an 
individual’s decision. Inde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marriage or their parents and the individual wedding guests explain the features 
of networks composed of the constituents adhering strictly to norms.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Marriage, Social Capital, Network of Wedding Guests, Gift Donation, 

Host of Marriage Ceremony, Kinship, Territorial Relationship, Old-boy Networks, 

Business Relations, Voluntary Associations, Intimacy, Strong Ties, Weak Ties 


	차 례
	우리말 줄임글
	제1장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 개념과 측정
	2. 결혼의 사회자본: 하객 연결망과 부조금

	제3장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2. 이론적 주장과 분석의 틀

	제4장 한국에서의 하객 연결망
	1. 하객의 구성
	2. 하객 연결망 및 부조금
	3. 소결

	제5장 일본에서의 하객 연결망
	1. 하객의 구성
	2. 하객 연결망 및 부조금
	3. 소결

	제6장 한국과 일본의 비교
	1. 하객의 구성
	2. 하객 연결망 및 부조금
	3. 소결

	제7장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 문헌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부록 2. 인터뷰 질문지 코드북
	부록3. 각 변수의 단순빈도 분포표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