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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비공식 복지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국가’와‘시장’

이라는 공식 제도의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 즉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복

지 가운데 일차집단인‘가족’그 중에서도 특히‘부모와 자녀’간 지원 양상

에 주목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교환, 즉 ‘사적

이전소득’ (private income transfers) 은 어느 사회건 그 사회의 가장 원초

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일한 동아

시아 유교문화권의 남성 직계가족이라는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비

교 연구를 통해 가족에 배태된 문화의 규칙성이나 행위방식이 복지체계에 미

치는 영향을 탐구해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계량적 분석 결과는 두 국가의 부모와 자녀 간 가족복지의 

현실이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반면 한국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지원의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수준이었다. 더불어 역사적

으로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두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는 처가보다 친가를 중시

하는 모습이 여전히 잔존해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가부장적

인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두 국가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

는 무엇인가. 우선, 산업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제도 수준의 차이에 의거

하여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 두 국가의 복지제도는 약 한 세대 정도의 격차

를 두고 서로 다른 단계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경험적인 자료

를 통해 검증한 결과 경제적 변수와 국가복지의 성숙도라는 매개변수는 효과

적인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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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 문제의 답이 지극히 문화적 요인, 즉 가족구조와 가족문화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자본의 속성과 문화적 규칙성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세대 간에 부(富)를 나누는 방식을 규정하는 상속제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적 상속제도는 장자우대불균등분할상속제도(長子優待不均等分

割相續制度)를 지녔다. 장자 우대라는 남성 중심의 차별적 원칙에 따라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단독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장남 외의 다른 자녀들에게

도 상속을 받을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도 부과되었

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유지 및 계승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족 구성

원 간의 빈번한 교류와 통합을 떠받치며 자녀들 간에 부모를 지원하는 넓은 

지원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보편적인 복지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통적 상속제도는 장자단독상속제도(長子(혹은 일자 一

子)單獨相續制度)를 지니며 이에(家)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 상속자가 단독

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가졌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 구성

원에 대한 부양 의무와 책임을 모두 단독으로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

서는 이러한 ‘역할의 체계’에 대한 계승이 현대의 가족규범이나 가치체계에 

잔존하고 있다. 사적이전소득 지원이 활발치 않은 양상을 보여준 이유는 부모

와 한 자녀라는 수직적이고 한정된 연결망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의 비공식 복지는 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반영된 기능적인 복지체계인 것이다. 

   본 논문은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한 비공식 복지체계가 역사적

으로 형성된 문화적 규범에 따라 상이한 복지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함

과 더불어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핵심단어: 가족, 복지, 사적이전소득, 상속제도, 한국, 일본, 사회자본,         

           연결망, 호혜성               



  본 논문의 일본 현지조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

  (SSK) ABD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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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공식 제

도 영역이 아닌, 가족 및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 영역에서의 복지체계

(system)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배태되

어 있는 공동체 복지의 원리와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성격과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비공식 복지체계의 특성과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면 그러한 현상이 한국의 특수한 현상인지, 혹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하나

의 보편적인 복지체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유사한 문화

적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다

음과 같은 세 단계의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결과이다. 첫 번째는 1980년대 후반

부터 고양된 민주화운동과 그에 따른 노동자나 국민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에 관한 관심, 두 번째로 1997년 금융위기 발발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나 사회보호정책(social protection policy)에 대한 관심의 

고양,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

다(末廣昭, 2010). 이러한 상황은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 (compressed 

modernity)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변화와 적응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장

경섭, 2009).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급진

적 재편은 경제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시대에 국가의 사회정책은 경제개발을 위한 종속적 정책으로 추

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빈곤, 

그리고 양극화의 확대는 복지를 가장 우선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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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 복지체계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복지공급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비공식 복지는 국가나 시장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복지보다 일상생활

에 밀착되어 있는 실질적인 복지이다. 왜냐하면 비공식 복지는 단순한 물질적

인 도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는 물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일차적 관계가 복지의 공급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유교적 사회규범에 입각한 가족주의의 영향력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土田健次郞, 2011). 

이러한 가족주의적 특성에 주목하여 복지체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Jones, 1993; Goodman and Peng, 1996; Kwon, 1997; 류석춘 외, 2005; 홍경

준, 1999). 그렇다면 과연 가족주의라는 체제의 행위 문법이나 규칙성이 이 

두 나라 경우 하나의 보편적인 복지 체제로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인가. 

   동일한 가족 중심 혹은 공동체 중심의 복지 정책과 제도를 추구하더라도 

각 국가가 처한 정치 및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 등에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독자적 복지체계를 이루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의 속성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류석춘 외, 2008). 가

족과 공동체의 역할과 그 기능,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 역시 상이한 성격을 

보일 수 있다. 만약 가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한국과 일본에서 비공식 복지 공

급에 차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복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

족의 속성 즉 가족구조와 가족문화가, 그리고 이에 따른 행위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관심 아래에서 유사한 가족주의적 특성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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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국과 일본을 사례로 비공식 영역의 복지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자 한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의 차이가 비공식 영역의 복지 수혜 및 제

공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서 두 국가의 비공식 

복지체계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체계의 존재와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비교하는 작업은 한국의 사회복지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아시아

의 복지 체제의 성립 가능성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다. 

   특히 비공식 복지체계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일차집단인 가족영

역의 복지, 그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 상호지원관계에 주목하고자 한

다. 가족 간에서 주어지는 복지는 주관적인 감정과 도덕적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동기에 의해서 증여되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영속적 연대로 인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방식으로 공적 영역의 복지 주체와 확연히 차별화 

된다. 제공되는 자원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순

환적인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물론 복지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단순

히 사회 문화적 요소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문제

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 

세계가 세속화되어도 정서적, 도덕적 차원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

으며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도 사회 체계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종렬, 

2007: 24-2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복지를 일차적 분석대상으로, 그리고 그 외의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부차적인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

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족복지” 개념은, “가족이라는 정서적 유대를 기초

로 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자산의 증여” 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

며, 증여되는 자원은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물질적, 신체적, 정서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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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복지의 하나의 형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

지는 경제적 자원의 교환, 즉 “사적이전소득”(private income transfers)에 

주목한다.

   가족이나 친지, 친척으로부터의 지원금인 사적이전소득은 국가의 공적인 

사회안정망 기능에 비해 위기대처의 행위로서 보다 보편화된 복지로 존재하고 

빈곤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하고 있다(손병돈, 1999; 김진욱,  

2011). 소득의 이전은 자원의 특성에 의해 제공자 혹은 수혜자의 경제적인 요

건과 밀접한 관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혹은 특정 사회에서 공

유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지원동기와 그의 행위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장인 가족이 사회 구성원

으로서 필요한 문화적 유형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이

광규, 1975). 즉, 사적이전소득은 그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 본질적 측면을 잘 나타내주는 부

모 자녀 간에 행해지는 사적이전의 현상을 통해서 그 사회가 어떠한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그것이 문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두 국가의 비공식 복지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

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 현상을 계량적 방법으로 확인한다. 그러

한 자원의 교환이 어떠한 동기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보충적 자

료로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 분석을 통해 복지의 수혜 및 공급 행위에 내

재되어 있는 행위동기의 성격은 물론, 그것이 실질적인 복지의 수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결국 역사적이

고 문화적인 가치체계가 비공식 복지를 통해 전체적인 복지체계에 상당한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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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 검토와 대안적인 시각으로서의 비공식   

복지 

2-1. 복지국가론의 한계와 복지혼합론

  한국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구체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시

장 실패를 계기로 출발하였다(류석춘·왕혜숙, 2007). 1997년 외환위기로 인

한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경제적 충격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과 같은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었으며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野口定久, 2006).1)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 가운데 산업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다. 산업화 이론은 사회가 산업화하면 할수록 다양한 분야

에서 국가 간 발전의 차이는 좁아진다고 설명한다(신윤창, 2001: 95). 윌렌스

키(Wilensky, 1975)는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

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고 자선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산업화 이론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

루게 되는 근본적 요인을 경제수준으로 본다(Wilensky, 1975). 복지국가의 발

전은 정치적인 제도나 사상과 같은 변수보다는 산업화 변수 즉,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되고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김태성 외, 2000: 131-133). 다시 말해 산업화가 경제성장과 

1)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기된 “생산적 복지” 개념은 기본권의 보장, 인간개발, 그리고 복지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한 적극적 생산적 대응을 목표로 관·민·영·사·정(官·民·勞·使·政)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구상이었다. 이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 국민을 위한 사회

적 안전망이 제도화되어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고 사회보장의 사회통합기능이 강

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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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서 축적된 재원에 의해 산업화가 초래한 사회적 문

제와 이에 다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및 확충된

다. 그 결과 복지제도는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중심적인 

이론은 복지 제공의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김태성 외, 2000: 

161). 국가중심적인 복지국가론을 실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 가운데 최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

론이다.2)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유형화시킨 에스핑 앤더슨의 연구는 역사적

인 전통 요인들, 특히 계급동원, 계급연합 구조, 체제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복지국가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힌 경험적인 비교 연구로서 복지국가 

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도 결국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국가

와 시장에 논의가 치우쳐져 있어 미시적 영역에서의 가족과 공동체가 복지 제

공의 주체가 되는 복지 체제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더불어 젠

더적 관점의 결여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이혜

경·홍승아, 2003: 164-178).3)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에스핑 앤더슨이 설정한 복지국가의 유형에 각 

국가의 복지 체제를 적용하려는 복지레짐론은 활발히 진행되었다.4) 그러한 

가운데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 유형에 대해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들

이 존재한다(Jones, 1993; Goodman and Peng, 1996; Kwon, 1997; 홍경준,  

2) 이 연구는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의 정도를 지표로 삼아 18 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복

지체제를 세 가지로 군집화한 획기적인 비교 연구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이란 영국, 미국을 비

롯한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속하는 ‘보

수주의 복지 체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보여주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체제’이다. 

3)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제도화된 성분업과 가부장적 특성을 가진 역할 구조, 그리고 가족의 복

지공급의 핵심주체로서의 여성의 돌봄, 보살핌 노동에 대한 젠더 관계에 관한 견해의 결여를 

비판의 요인으로 제기하였다.

4) 예컨대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권의 사회정책은 국가책임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복지체계를 구

성하는 일관된 원리가 존재하지 않아 각 레짐의 특징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혼

합모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김연명, 2006: 84-86).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서도 나

타났다. 가부장주의 및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옹호하는 일본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수주의 유형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시켜 분류하는 시도가 진행되었다(新川, 200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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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들의 주장은 유교적 가치체계가 침투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가족

이나 사적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지 욕구의 큰 비중을 가족이나 

친족 혹은 사회집단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모델은 ‘유교

주의 복지 체제’ 혹은 ‘동아시아 복지유형’이라고도 하는데(조영훈, 

2001), 이들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유교라는 사상적 배경을 공유

하고 있으며(土田, 2011; 金子, 1994), 가족 및 친족과 같은 제1의 보호 장치 

영역이 비공식의 결속을 통해서 복지 욕구를 일정 정도 충족시킨다고 주장한

다(홍경준, 1999: 291).

   아울러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전통 가치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위해 어떤 

대안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효’라는 유교적이고 가

족적인 사회규범이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시도도 이루어져왔다(류

석춘 외, 2005; Lew, 2013). 동아시아 국가의 원리 및 제도의 성격은 유교라

는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강조하

는 연구도 등장하였다(Bell and Hahm, 2003). 더불어 국가나 시장이라는 지배

적인 사회질서가 공동체적 질서를 쇠퇴시킨 근대화를 이룬 현재, 한국 사회에

서 여전히 사회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기능하는 비공식 영역의 결속이 복지 욕

구를 일정정도 충족시킨다는 연(緣)복지체계가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의 주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홍경준, 1999;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고유의 복지체제에 속하게 된다.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에스핑 앤더슨의 문제설정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

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에스핑 앤더슨도 밝히고 있듯이 현실에 있

어서 전적으로 단일 유형이 지배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는 여

러 체계들을 혼합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복수 

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느 한 체계에 귀속시키는 것은 용

이하지 않다. 결국, 그들의 논의는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및 사상적 공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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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접근에 집중한 나머지 각 국가가 지니는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갖는 문제의 대안적인 관점으로 복지혼합

(welfare mix)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복지 공급의 주체

로서의 국가 주도적인 구조를 강조했다면, 복지혼합은 국가 외의 시장, 제 3

섹터, 가족·공동체를 포함한 복지공급 주체의 다양성을 제시한다(Rose, 

1985;  류석춘 외, 2007; 김진욱, 2011). 혼합형 복지 체제는 거시적인 측면

의 접근만이 아닌, 각 국가가 취하는 사회적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이 사회보

장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사회적 배태성 속에서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혼합은 한 사회에서의 

복지 생산, 전달, 규제가 혼합된 상태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Rose, 

1985; Evers, 1993; 1995).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의 복지 기능에 주목하여 복지주체를 국가, 시장, 공

동체로 상정하고 복지의 ‘삼분 모델’을 제기한 류석춘·왕혜숙(2007)은  특

히 폴라니가 경제 통합 방식을 ‘재분배’, ‘교환’, 그리고 ‘호혜성’으로 

분류한 것을 복지공급의 세 가지 주체에 적용시켜 복지의 논리와 결합시켰

다.5)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복지가 국가의 위계적 배분, 그리고 시장의 교환

5) 삼분법 모델을 적용한 류석춘·왕혜숙(2007)은 외환위기 이후 활성화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서구의 복지국가 논의의 핵심 쟁점인 국가 그리고 시장이라는 복지 주체를 중심으로 한 이분

법적 접근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 표는 폴라니(Polanyi)의 경제통합 방식과 복

지주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폴라니(Polanyi)의 경제통합 형식 구분과 복지주체

경제 통합형식 재분배 교환 호혜성

원리 중앙으로 수집 후 
재분배 시장메커니즘 도덕적 의무

복지주체 국가 시장 공동체

출처: 류석춘·왕혜숙, 20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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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만이 아닌 강한 도덕적 연대감을 기반으로 한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 이 연구가 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영

역에 배태된 가족복지이다. 국가나 시장과 다르게 가족을 포함한 사적 영역인 

공동체에서의 복지는 국가나 시장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발전적인 복지모델

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류석춘·왕혜숙, 2007: 30).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 내 도덕적 유대 및 부양관계의 실천

은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하나의 복지체계로 일반화되어있다는 것이다. 가족 

간 부양관계의 도덕성은 사회 및 역사적 환경 속에서 내려온 생활양태이고 사

회의 조직화 및 통합의 차원에서 권장된 도덕적 이념으로 천착되어 왔다(최홍

기, 1991; 장경섭, 2009: 227). 이러한 가족복지의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제까지의 연구가 주로 국가 부분에 한정되어 가족을 복지 수혜자로만 다루

어 온 것과 차별화된다(홍경준 2000; 류석춘 외 2007). 

   장경섭(2009: 235)은 국가의 가족복지를 “가족을 위한 복지”(welfare 

for the family)와 “가족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the family)로 나

누어 이해한다. 전자의 경우는 가족이 정책목표가 되며, 국가는 모든 가족들

이 성원간의 상호부양을 물질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후자의 경우 가족이 노인, 아동, 장애인, 병약자 등

의 안녕을 돕기 위한 정책 도구가 되며, 국가는 위와 같은 복지수요자들에 대

한 부양의사 능력을 가진 가족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모두 가족을 

수혜자로서만 보는 입장이다. 서구의 경우 일부 보수주의적 입장을 제외한다

면 가족은 복지의 수혜자이지 결코 복지의 주체로 상정되지는 않는다

(Esping-Anderson, 1990; 조영훈, 2001; 남찬섭, 2002). 

   하지만 복지체제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복지혼합론은 비공식 영역인 가족에 

의한 복지 기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족이 중요한 복지 제공의 주체인 것

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교문화권 혹은 가족주의적 특성이 관찰되는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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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Jones, 1990; 홍경준, 1999; Bell and 

Hahm, 2003; 류석춘 외, 2005).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족 변화 속에서도 정서

적, 물질적 보호기관인 전통적 가족 복지체계가 여전히 사적 영역의 상호작용

과 통합의 원리로 작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복지혼합론은 일본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설명력을 가진다. 

   예컨대, 1980년대에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즉 ‘일본형 복지’

라고 불렸던 체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였다. 일본은 개인의 생활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가정과 기업을 전제로 하는데 개인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각종 복지

로 그것을 보완하고, 국가는 최종적 보장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堀勝洋, 

1981).6)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진 ‘제도로서의 가족’이라는 점이다7). 즉 가족은 경험적이고 

실천적 복지 공급의 주체이며 가장 핵심적인 복지체계라는 것이다. 

   최근 사적 영역인 가족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private 

income transfers)이 불평등이나 빈곤율을 감화하는 데에 유효한 영향을 미침

을 보여주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손병돈, 1999; 진재문, 1999; 홍

경준, 2002; 성재민, 2006).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서구의 연구는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과의 상호관계성을 밝히는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진재문, 1999). 

사적이전소득의 개념은 연구 의향과 분석 분야, 활용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

를 보인다. 성재민(2006)은 사적이전소득을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나 자녀, 

친척·친지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은 현금’으로 규정한다.8)

6) 이는 개인의 자립, 지역사회의 지지, 그리고 공적 부문의 지원이라는 자조(自助)·호조(互助)·공

조(公助)의 역할분담으로 형성되는 삼중구조의 사회 이념에 기초한 것이었다(堀勝洋, 1981).

7) ‘일본형 복지’는 가족 복지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으며, 가정 기반에 충실한 복지정책 이념

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는 가족 모델을 사용한 원조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전통적인 가정 내 성별 역할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 구조의 강화를 초래하게 된

다는 우려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았다. 또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에 관한 작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 즉 가정복지, 기업복지는 사회보장복지의 부속적 주체이어야 함으로 

공적 책임의 애매함에 대한 경계를 보인다는 비판적 논의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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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과 실질소득의 하락이라는 경제

위기, 가속화되는 고령화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효과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증적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사적이전

소득이 공적이전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요

소임을 규명하고 있다(손병돈, 1999; 강성진·전형군, 2005; 김진욱, 2004; 

성재민, 2006; 정의신, 2008).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비공식 복지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요인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손병돈, 1998; 진재문, 1999).9)

   일본에서도 사회경제적 격차나 불평등 문제에 더하여 인구학적 영향에 따

른 핵가족화와 고령화라는 가족규범의 변화, 사적이전소득의 공급 범위 변화, 

더불어 부모와 자녀 간 지원행위에 있어서 세대간 관계10)라는 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수혜자와 공급자 간의 어떠한 특성이 사적소득이전에서 증

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西岡八郞, 

2000; 白波瀨佐和子, 2001; 2005;　保田時男, 2003; 施利平, 2006; 塚原一郞, 

2007). 이러한 일본의 가족 연구에 따르면 가족복지를 활발히 하는 요인 가운

데 부모와 자녀 간의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요건과 부모의 지원 필요성이 크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白波瀨佐和子, 2005;　施利平, 2006).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부계적 규범이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白波瀨佐和子, 

8) 비주기적으로 주어지는 증여나 상속은 사적이전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9) 손병돈(1998)의 연구는 소득이전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제공자의 재산과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문화적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 진재문(1999)은 효와 연결망 이론

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모 자녀 간 사적이전 형태를 설명하였다. 노부모의 연령, 건강과 같은 

요구 요인에 대응하려는 자녀들의 접촉빈도, 연결망의 크기가 사회보장의 수급과 관계 없이 꾸

준한 지원관계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10) 세대간 관계란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모로부터 자녀,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사적 영역의 

소득이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공적인 세대간 소득이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대간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노령인구가 20 %에 달한 일본은 2015년 노년부양비가 43.4 %의 수

준을 보이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한국 사회는 2015년 현재 18.0 %의 수준을 보이

지만 향후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직면할 세대 간 재분배 문제

를 더욱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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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또한 가족 간에서 주어지는 복지 자원의 구체적 내용이 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양가 부모를 동일하게 접하는 양계적 규범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조정문, 1997; 한경혜 외, 2004; 保田時男, 2003; 岩井範子 외, 2009). 구

체적으로 부계적 규범의 약화에 따른 세대 간 부녀 관계에 대한 양계화 논의

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원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가

운데 미래지향적인 재산상속이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준다(진재문, 1999; 村

上あかね, 2006; ホリオカほか, 2007; 山內昌和, 2011). 이상의 기존연구는 

여전히 가족의 존재가, 그리고 가족이 제공하는 복지 자원이 사람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변수로 적용됨을 보여줌과 더불어 사회변동 속에서 변

화하는 가족의 모습과 함께 행위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복지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 특히 일차집단인 가족

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복지국가론이나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복지논의들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가, 시장, 사적 영역의 공동체라는 복지 주체의 다양성

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해도 국가, 시장, 공동체의 각 영역이 담당해야하는 역할이 있으

며 이러한 세 영역이 모두 상호적인 조합을 이루고 복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11) 시라하세(白波瀨佐和子,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장남인 경우, 남편의 부모를 향한 지

원 제공이 강화되고, 아내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친정 부모를 향한 경제적 지원을 약화시킴

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부계중심적 규범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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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자본 관점으로 보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복지: 가족

     구조, 가족문화, 사적이전소득

   앞서 논의한 복지 주체의 다양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비공식 영역에 존

재하는 여러 공동체들 가운데 가족의 복지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 구

성원들 간에서 주어지는 복지는 전략적이고 도구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배태

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체계이며 애정이나 신뢰, 도덕적 의무감과 

같이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동기에 따라 행해진다.12)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

은 인간의 기초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증여행위에 기반한 호혜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13)

   이 호혜성의 원리는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하여 증여행위의 동기와 그 기능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도덕적 규범으로서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에 보

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가까운 친족 관계에서 보이는 자

12) 이러한 문화적 자원의 공유는 경험적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과정기반의 신뢰 그리

고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여 생성되는 특성기반 신뢰를 생

산하게 하고 ‘배경적 기대’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시킨다(Zucker, 1986). 이렇게 형성된 신

뢰는 자신의 이해에 부응하도록 협조할 것을 주관적ㄴ으로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협동에 도움을 준다(박찬웅, 1999: 37-39).

13) 증여론의 기초를 이룬 마르셀 모스(Mauss, 1925)는 증여행위에는 도덕적 의무가 핵심적 요

소임을 규명하고 있다. 교환의 원초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는 행위자에게 강제적, 

비강제적으로 교환행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교환행위를 더 이상 자발적이고 자유

로운 행위가 아니게 만든다. 그 결과 이 도덕적 의무가 상호성에 따른 연쇄적인 순환운동을 이

루게 하는 교환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로 인한 증여와 변제(返濟)의 

교환시스템을 제어하는 원동력을 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로 볼 수 있다. 

14) 살린스(Shalins, 1972)는 이 호혜성의 속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일반화

된 호혜성’이다. 가족과 친척과 같은 친밀한 관계 간에서 이루어지는 증여교환이며, 반대급부

에 대해서 시간적, 양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교환이다. 두 번째로 ‘규형 잡힌 호혜성’인데, 이는 

양자 간의 일정한 균형이 존재하여 반대급부에 대해서 되도록 빠른 시기 내에 주어지는 등가

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호혜성’인데, 이는 이기적이고 상대방에게 아무 것

도 주지 않고 상대로부터 최대한 빼앗으려 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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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증여나 아낌없이 주어지는 증여행위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가 적고, 반대급부에 대한 시간, 양, 질이 정해져 있지 않은 느긋한 

교환에서 이루어진다(Sahlins, 1972). 

   더욱 중요하는 것은 일반화된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증여행위는 기회주의

적이고 상호성의 규범에 따른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보다

는 이타주의적이고 상대방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게 하는 ‘완성적 동

기’(consummatory motivations)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 규범으로서 작동된다

는 것이다(Portes, 1998). 가정 내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이

나 베풂 행위를 비롯하여 경제적 자원의 지원, 소득의 재분배 현상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정 전체를,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넓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로 확대 가능케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범위는 

가(家)의 단위로 확대되어 ‘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동력으로 경제적 기능과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류석춘 외, 2005). 

   가족 간에서 이러한 교환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단순

한 순수 물질적 자원만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이다(Mauss, 1925).15)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교환 행위는 제공자의 마음이나 메시지가 내재된다. 그렇기 때문

에 제공되는 자원은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성과 정의성(情意性)을 상징하

는 존재로서 기능을 한다. 특히 가족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깊은 감정적 연대

로 연결되어 있다(森岡淸美 외, 1993: 3). 애정이라는 정서적 교류의 장인 가

정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과정은 자원에 내포되는 정서적 메시지를 받아

들임으로서 생활공동체로서의 상호 지원적 관계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15) 마르셀 모스(Mauss, 1925)는 교환된 물건은 물질적 측면 이외의 또 다른 영적인 힘(pouvoir 

sporituel)이 있다고 정신적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자원에 내재되는 ‘hau’ 라

는 영적인 힘으로 인해 주어지는 사물의 본질과 이에 과해지는 영적 힘으로 인해 순환적인 호

혜성의 사이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도덕적 규범으로서 행위자 간의 연대를 생산하게 

하는 기본원리로 작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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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적이전은 단순히 물질적인 상징성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간의 상징적인 등가성(symbolic equivalence)에 근거한다는 점에

서 다른 영역의 복지 주체가 제공하는 복지 자원과 확연히 구분된다(홍경준, 

2002).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생산된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행위방식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화된 호혜성의 논리는 본 논문에서 비공식 영역에서의 

복지체계를 규명하는 데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반복적 교환행위는‘사회자

본’(social capital)이라는 사회적 자원의 획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된다. 그리고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반을 둔 가족복지 또한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맺고 있는 사회관계 

속에 내재되고 있는 자본이며,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원을 사람과의 연대

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다(Coleman, 1988; Burt, 1992, 

Portes, 1998; Lin, 2001). 이 사회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결망, 신뢰와 

호혜성이라는 도덕적 규범이 중요요소라 할 수 있다. 그 행위자 가운데 가족,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이 사회자본의 창출에 있어서 원초적인 행위자로 여

겨진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또한 집단의 구조, 즉 연결망의 폐

쇄성과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됨을 제시한

다. 그것은 또한 연대(tie)의 정도, 즉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형성이 가져

다주는 결과가 사회자본의 창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율적 혹은 비효율적

인 것인지의 논쟁으로 전개된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약한 유대의 강함에 대해서 논하면서 강

한 유대로 연결된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정보를 

얻는 반면에 약한 유대를 가지는 사람들은 관계의 확장성에 따라 자신의 집단

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리함을 제시한다(류석춘 외, 2008: 

59: 254). 또한 약한 연대를 통한 중복되지 않은 정보의 획득은 규범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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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Burt, 1992). 반면 폐쇄적 연결망이 사회자

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리함을 설명하는 콜만(Colema, 1988)은 연결망 안

에서 공유되는 규범이나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규범의 존재가 서로 닫힌 구

조 안에서 강한 결속을 맺게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약한 유대의 개방적 연결망은 상호성의 규범

에 따른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닌 사회자본을, 강한 유대의 폐쇄적 연결망은 

이타적인 가치규범에 따른 제한적이고 타율적인 성향을 지닌 사회자본을 공유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한 결속력에 따른 ‘완성적 동기’에 기초한 집

단행위는 관습이라는 역사적·문화적 유물을 통해 확립된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Portes, 1998). 즉 문화적 관습은 사회자본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Coleman, 1988; Putnam, 1993).16)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떠한 문화적 관습

을 통해서 어떠한 성향을 지니는 사회자본을 창출하고 있는 것인가. 머독

(Murdock, 1941)은 가족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핵가족’(nuclear family), 

‘직계가족’(stem family) 그리고 ‘합동가족’(joint family) 혹은 ‘확대

가족’(extended family)으로 유형화 시켰다(服部民夫, 2005). 이러한 가족의 

유형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가족은 동일한 ‘직계가족’에 속한다. 그러

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제도화되어 온 두 국가의 가족은 실체 가족 구성의 

원리나 구성원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볼 때 구체적인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16) 근대화로 인해 공동체의 약화나 희박화가 사회문제로 노출되고 있는 현재, 사회자본을 강화하

는 계기는 일견 소멸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제례행사들의 현상을 봤을 때, 

사회변동을 동반하는 변환을 겪으면서도 공동성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변수가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행위자의 가

치체계를 형성 및 재형성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광규,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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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연속성 속에서 전통적 기술, 습관, 스

타일은 여전히 사회적 행위자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이고(최종렬, 2007: 29), 그러한 사회적 행동들을 통해서 문

화적 형태들이 표현되기 때문이다(Geertz, 1973: 30). 따라서 두 국가의 가족

구조와 가족문화가 역사적 연속성을 보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전통가족제도에서 한국은 혈통의 영속, 일본은 이에(家)제도의 영속이 가

(家)를 영속시키는 방책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사회

에서는 엄격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계혈연집단이 존재해왔다.17) 혈통

의 영속성과 부계혈연집단을 강조하는 가족제도는 중국의 종법제도를 원형으

로 삼고 있다(최연식·임유진, 2011: 284). 또한 출세의 순서에 따라 서열화

된 형제들은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장남우대 남녀차별의 차등상속 형태로 장자

우선불균등할상속(長子優先不均等割相續)을 이루어 왔다(이광규, 1975).18)

   가족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 요소로 제사, 즉 조상숭배 의례가 있다. 삼

강오륜에서 부자유친이 거론된 것은 ‘효(孝)’라는 유교적 가치체계의 공유

에서 나타난다(국민호, 2005: 136). 이러한 정신세계의 공유는 한 종족의 구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더불어 제사를 통한 조상숭배는 효의 실

현이라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가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덕목이라 할 수 있다(류석춘 외, 2005). 이와 같이 유교적 가치관은 한국의 

가족제도를 발달시킨 하나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이에 제도의 영속성은 바로 ‘역할의 체계’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가업의 영속을 위해 중요시 되는 것은 가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17) 혈통의 계승은 양자를 얻을 경우에도 ‘이성부양’ (異姓不養)의 원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같은 

부계혈연집단 내에서, 그리고 철저한 혈연상의 거리를 재고 서열에 어긋나지 않게 친족체계의 

기본적 질서를 지키고 가계의 계승과 서열을 분명히 하였다.

18) 조선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유교적 관념에 강한 집요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장자상속제

도는 공고한 가족제도의 일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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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자이며 이를 위한 능력이다. 특히 이에, 가산, 가업의 영속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확고한 것이어야 했으므로 가산의 약체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

할상속이 아닌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장자(長子 혹은 일자(一

子)) 단독상속을 가졌다(服部民夫, 2005). 그러므로 일본의 이에(家)는 한국

의 집과 다르게 구성원들의 경계가 더 탄력적이고 가업을 위해 같이 일을 하

는 비혈연자도 이에라는 생활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가족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19) 이러한 가족의 경계가 느슨한 것이 양자를 받아들

이는 방법에도 나타난다(野々山久也·淸水浩昭,　2001: 33-35).20)

   이렇게 봤을 때 두 국가의 혈연적 개방성은 한국은 닫힌 구조, 일본은 열

린 구조라는 차이를 지닌다. 한국 가족에서 보이는 폐쇄적인 가족 공간이 공

동체의 연대를 강화시킴과 더불어 효과적인 도덕적 규범의 창출을 가능케 한

다(Coleman, 1988; 류석춘 외, 2003). 반면 탄력적인 가족구조를 가지는 일본

은 규범에 준수한 행위방식과 행위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보다 현실주의적이

고 자율적인 지원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경우 혈연관계

라는 가족 구성원들의 물리적 연결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우는 이에라는 공간

적 근리성이 가족 및 이에의 영속성을 위해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최우

영·마스다카즈미, 2013: 210-211). 

   그러나 근대화 이후 두 국가의 가족 형태나 구조는 크게 변용되기 시작하

여 가족의 소규모화, 가속화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

어났다.21) 특히 고령화 문제는 부양문제, 연금, 의료, 사회의 활력의 저하 

19) 농촌지역의 경우 하인이나 소작인, 그리고 상가의 경우 일을 위해 같이 거주를 하는 봉공인

(奉公人)인 경우가 많았다. 

20) 일본의 경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양자로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이 가장의 자녀로서 

집, 가계, 가산을 계승하는 자격을 얻기도 하였다. 이는 반드시 남자일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실제 형제나 자매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했고, 사위를 양자로 할 경우, 그리고 결혼한 

부부를 양자로 받는 경우 등 다면적 방법이 존재하였다(伊藤亞人·韓敬九, 2002).

21) 최근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로 도입하였고, 2020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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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服部民夫, 2005: 47). 이러한 급속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반영하듯이, 실제로 두 국가의 가족구

조 및 형태는 큰 변화를 경험해왔다. 다음 <표 2-2>와 <표 2-3>은 각각 두 국

가의 가구구조의 변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다. 두 국가 모두 일인가

구와 1세대 가구가 증가한 데 반해 3세대 가구가 감소하는 가구규모의 축소가 

진행되어 핵가족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한국의 가구구조와 평균 가구원 수 (1990-2010년) 

    (단위: %, 명)

연도 일인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이상
기타

평균 
가구원수 

1990 9.0 10.7 66.3 12.5 1.5 3.7

2000 15.5 14.2 60.8 8.4 1.1 3.1

2010 23.9 17.5 51.3 6.2 1.2 2.7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입하였고, 30년이 지난 2000년에는 고령사회, 그리고 201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한 변화추

이를 보인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지속적 증가추이를, 반면 15세 미만의 종속인구율은 이

에 반비례하며 하강 양상을 보이고 있다(일본 총무성 통계국, 2013). 이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된다면 고령사회의 도입과 인구감소라는 인구동태 변화의 심각한 문제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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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일본의 가구구조와 평균 가구원 수 (1990-2014년)     

(단위: %, 명)

연도 일인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이상 
기타

평균 
가구원수 

1990 21.0 16.8 43.3 13.5 5.6 3.1

2000 24.1 20.7 38.5 10.6 6.1 2.8

2010 25.5 22.6 37.2 7.9 6.8 2.6

2014 27.1 23.3 35.9 6.9 6.8 2.5

출처: 후생노동성(厚生勞働省), 국민생활기초조사.   

   이러한 양국 가족규모의 축소는 가족 연결망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연결망의 축소가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족 인식

에 동일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만약 주관적 인식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면 

그것은 가족복지의 지원 연결망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과 일본의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두 국가의 주관적 

가족범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활용한 자료로 한국은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가운데 2005년 1차 조사 결과를, 일본은 가

족사회학회가 1998년에 실시한「현대가족의 구조와 변용 전국가족조사-NHRJ9

8」조사결과이다.22) 먼저 아래의 <표 2-4>은 한국의 주관적 가족범위의 결과

이다. 

22) 주관적인 가족 범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일본 자료인 「현

대가족의 구조와 변용 전국가족조사-NFRJ98」 은 전체 응답자의 인식과 함께 연령대 별로 주

관적 가족 범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인 가족 인식 범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대의 구분 없이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 범위

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두 조사 설문의 가족 항목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조

사 설문에 제시된 가족 범주를 가족의 특성에 따라 일본 설문 항목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재

구성한 항목의 세부 내역은 각 항목 각주에 제시.  



- 21 -

표 2-4. 한국인의 주관적 가족 범위                         

     (단위: %) 

구분 전체

자녀 98.7 

배우자 98.4 

부모 92.8 

형제자매 81.2 

배우자의 부모 79.2 

조부모23) 55.7 

자녀의 배우자24) 54.2 

배우자의 형제자매 54.0 

손자녀25) 53.3 

형제자매의 배우자 46.4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7.5

부모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26) 33.2

조카 31.6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5.5

출처: 여성가족부, 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재구성.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 % 이상이 ‘우리 가족’이라고 했을 때 선택한 사

람 가운데 족보적 거리로 1촌부터 2촌 사이를 가족의 범위로 인지하고 있다. 

‘자녀’(98.7),‘배우자’(98.4)에 이어 1촌 관계에 있는 ‘부모’(92.8),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79.2)로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그리고‘배우자의 

부모’를 상회하는 인지율을 보이는 것이 바로 방계혈족 2촌 관계인 ‘형제자

매’(81.2)이다. 같은 2촌 관계에 있는 ‘조부모’(55.7) 그리고 ‘손자

23) 친조부모 (63.8)와 외조부모 (47.6)을 합쳐 나눈 수치임.

24) 며느리 (58.3)와 사위 (50.1)을 합쳐 나눈 수치임.

25) 친손자녀 (58.9)와 외손자녀 (47.7)을 합쳐 나눈 수치임.

26) 큰아버지, 큰어머니 (36.7),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35.5), 고모 (34.2), 이모 (30.5), 외삼

촌 (29.2)을 합쳐 나눈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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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53.3) 보다 높은 인지율을 지닌 것을 통해 방계가족(형제자매)에 대한 

가족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족보상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족인지

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79.2), ‘자녀의 배우자’(54.2), ‘배우자의 형

제자매’(54.0)와 같은 인족 (姻族)27)이 50 % 이상의 인지율을 보인다. 또 

세대에 따른 가족범주28) 즉 윗세대, 동세대, 그리고 아랫세대에 따른 순위를 

살펴본 결과 윗세대인‘조부모’(55.7)가 같은 직계 2촌 혈연관계에 있는 아

랫세대인‘손자녀’(53.3) 보다 높고, 같은 3촌 관계에 있는 ‘부모의 형제자

매 및 배우자’(33.2)와 ‘조카’(31.6) 사이에서 윗세대인 ‘부모의 형제자

매 및 배우자’가 보다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랫세대보

다 윗세대를 더 가족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관적인 가족 범위를 정리하면 직계와 방계(형제자매)의 

혈연집단을, 그리고 아랫세대보다 윗세대를 가족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의 주관적 가족범위는 어떠한가. 아래 

<표 2-5>는 일본인의 주관적 가족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27) 친족관계에는 크게 혈연을 기반으로 한 혈연친족집단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족(姻族)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실태조사’의 가족범주 가운데 인족집단에 속하는 것이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

우자’이다. 

28) 여기서 윗세대에 해당하는 가족은 혈연관계에서는 ‘부모’,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이며 인

족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를 들 수 있다. 동세대에 해당되는 범주는 ‘형제자매’ 그리고 인

족관계에서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아랫세대는 

‘손자녀’, ‘조카’가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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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일본인의 주관적 가족 범위29)                          

(단위: %)

구분 전체

자녀 97.1

배우자 96.3

손자녀 84.7

자녀의 배우자 81.5

부모 76.0

조부모 59.5

배우자의 부모 59.4

형제자매 46.3

형제자매의 배우자 34.9

배우자의 형제 31.7

조카 30.4

부모의 형제자매 22.2

출처: 渡辺秀樹 他, 2004.『현대가족의 구조와 변용 전국가족조사-NHRJ98에 

따른 계량분석-』: 397을 재구성. 

   족보의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 1촌에 속하는 ‘부모’(76.0)보다 2 촌에 속

하는 ‘손자녀’(84.7)가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이는 같은 2촌 혈연집단에 

속하는 ‘조부모’(59.5)보다 높다. 또한 방계혈족 2촌 관계에 있는 ‘형제자

매’(46.3)는 비교적 낮은 인지율을 보이며 응답률이 50 % 를 넘지 못한다. 

아울러 친족관계에 따른 인지율을 보면, ‘자녀의 배우자’(81.5)와‘배우자

의 부모’(59.4)의 인족관계가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자매’(46.3)보다 높은 

29) - 가족인지율= (각 항목에서 가족의 일원)이라고 간주하는 친족이 있는 자 ÷ 각 해당 항목의 

친족을 가지는 자)×100.

   -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는 적어도 부모 한 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족인지

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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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세대별 가족인지범위를 살펴보면, 아랫세대에 속

하는 ‘자녀’(97.1)가 같은 직계가족 구성원의 윗세대에 속하는 ‘부

모’(76.0)보다 높은 인지율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아울

러 아랫세대인 ‘손자녀’(84.7)가 윗세대에 속하는 ‘부모’(76.0), ‘조부

모’(59.5), ‘배우자의 부모’(59.4)보다 우등하게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가족범위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방계보다 직계를, 윗세

대보다 아랫세대를 보다 가까운 가족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가족 인지율의 50 %를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지하는 척도로 삼는다면 

한국과 일본의 가족범위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대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가족 범주의 범위이다. 한국의 경우 2촌 방계혈족 ‘형제자

매’그리고 인족(姻族)관계에 있는‘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넓은 가족 

연결망을 보이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직계 2촌까지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지하

는 좁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세대에 따른 가족 인지율이다. 

특히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의 경우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비교적 높은 인지율을 보이는데 반해 

일본이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 ‘부모’의 순위에 비해 아랫세대에 속하

는 ‘손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우 윗세대를, 일본의 경우는 아랫세대를 보다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

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인식에 대한 두 국가의 차이는 전통적 가족제도 혹은 가치체계의 영향

을 받았다. 왜냐하면 가족규범과 가치를 비롯한 가족문화와 같은 개념적 가족

은 객관적 가족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반면 일정하

게 유지되기 때문이다(왕혜숙 외 2012: 270). 

   한국과 일본 모두 전통가족이 부계 중심적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직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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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세대 간의 부

(富)를 나누는 방식인 상속제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장자

우선불균등할상속제도인 반면 일본의 경우 일자단독상속제도라는 점이다. 한

국의 경우 장자 우대라는 남성 중심의 차별적 원칙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

지지만 단독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장남이 아닌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을 받을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생계부양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었다. 한

편 일본의 전통적 상속제도는 직계가족의 장자(혹은 일자)가 이에(家)의 영속

성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속자는 

재산 상속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진다. 이러

한 문화적 규범은 각 국가의 가족인식 범위 즉, 가족복지의 지원 연결망의 범

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근대화 이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일본 그리고 한국 가족법30) 에서 상속제도는 자녀 간 균등상속의 형태를 지

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남을 상속자로 선호하는 경향은 전통가족제도

의 가족규범이 현재에도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한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온 유교사상 가운데 ‘효’라는 도덕적 규범

이 여전히 사람들의 가족개념에 잔존되어 있다. 윗세대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한국의 경우, 아랫세대로부터 윗세대를 향한 지원 방향성이 보다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아랫세대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일본의 경

우, 복지 지원의 방향성도 동일하게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를 향한 방향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지원 방향

30) 1958년 2월2일 제정 이후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가족법(민법)은 제정당시에 

2000년 개정을 통해 폐지된 호주제에 대표되는 것과 같이 조선왕조시대에서 중국에서 계승된 

종법에 기초한 가부장적 가족관, 부계혈통 중심주의, 남녀불평등이라는 전근대적 봉건적 요소

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형태의 변동과 개인주의의 보급 및 권리의식의 고양과 이에 따

른 사회의식 및 가족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법은 1977년, 1990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9년 그리고 2011년에 이어 개정이 이루어 졌다(金亮完,　2011). 더불어 일본에서는 1946년 

민법개정 이후 법적으로 이에의 관념이나 호주권의 계승이 철폐되었다(アジア女性交流․硏究

フォーラ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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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이를 가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2-1>와 같다. 그림의 화살표 

표시는 짙은 색 화살표가 가족복지 지원이 강하게 혹은 많이 주어지는 방향

을, 그리고 옅은 색 화살표는 보다 적게 혹은 약하게 나타나는 방향을 가리킨

다.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가족복지 지원 방향성의 차이 

            

     앞서 검토한 한국과 일본의 가족구조 및 가족문화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

음 <표 2-6>과 같다. 두 국가 모두 전통적으로 직계가족, 부계혈연집단, 가부

장제도라는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내면적 성격에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혈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가족구조인데 반해 

일본의 가족구조는 보다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열린 구조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무엇을 계승하느냐로 구분이 되어, 한국의 경우 물리적인 혈통의 계승

을, 일본의 경우 이에, 가산을 지키는 역할의 계승이라는 현실주의적 요건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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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통적 가족구조와 문화는 현대 사회 가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친족관계에서 혈연 중심적 성향을 지진 한국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주관적 가족범위가 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보다 

현실주의적 요건이 반영된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인식하는 가족연결망의 범위

는 한정적인 작은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치규범이 감정

적 증여(의무와 책임)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의 경우 윗세대를, 일본

의 경우는 아랫세대를 보다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문화적

인 가족 요소는 그들이 주고받는 가족복지의 지원 동기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

이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는 가족규범이 보다 강하게 적용된 완성적 동

기를 기반으로 한 지원관계를, 일본의 경우는 보다 상호성에 기반을 둔 도구

적 동기를 내재한 지원관계를 형성한다.

표 2-6. 한국과 일본의 가족구조와 성격의 차이

한국 일본 대조

가족 유형 직계가족 직계가족

동일가족 구성 부계혈연집단 부계혈연집단 

가족규범 가부장제도 가부장제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격

혈연 공간적(이에) 근접성

차이

혈연의 개방성 닫힌 구조 열린 구조

계승의 목적 혈통 이에 · 가산 · 가업 

상속제도 장자우선불균등할상속 장남(일자)단독상속제도

연결망 범위 직계가족, 확대형 직계가족, 한정형

감정적 증여의 방향성 윗세대를 향한 방향성 아랫세대를 향한 방향성

증여 행위의 동기 규범적인 완성적 동기 기능적인 도구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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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및 자료 수집

3-1. 연구방법 및 분석틀과 가설

3-1-1. 비교 분석 방법: 차이법 

   본 연구는 비공식 복지 메커니즘의 사회적 배태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복지체계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 체계의 행위 문법이나 규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나, 사회

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일치점에 대해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

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비공식 공동체 복지의 특성과 그 메커

니즘이 한국의 특유한 행위의 결과인 것인지, 또한 어떤 사실들과 연관성을 

지닌 한 규칙으로 생산되었는지, 더불어 보편적 행위로서 복지 양태의 규칙을 

일본 사회에 적용하여 유형화 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낼 수 있다.   

   비교 방법으로서 밀(Mill, 1884)의 일치법과 차이법은 비교 연구의 대표적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교 방법은 주로 사례수가 적을 때 사용한다. 따라

서 그 설명은 단일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어떤 특수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

는다(Regins, 1981).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추구하고, 많은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통계 방법과 질적으로 성격을 달리 한다. 하지만 사례수

가 적다는 점에서 방법적 엄밀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회현상

의 조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Regins, 1990[1981]: 266). 그러나 반대로 적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

교 방법은 차이법과 일치점을 밝힘으로서 여러 가지로 연관된 인과성을 찾아

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구체적인 특정 현상에 관한 모든 사실을 설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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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 차이법을 

적용해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아래 <표 3-1>은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

한 한국과 일본의 가족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차이법을 적용하여 정리한 비교 

분석틀이다. 

표 3-1. 한국과 일본의 비교 분석틀 

차이법 대조

원인 변수  
(X)

경제적, 제도적 변수
산업화 달성 여부

동일

국가복지

역사적·문화적 변수

가족 유형 (직계가족)

가족 구성 (부계중심)

가족 규범 (가부장제도)

가·이에 (家)의 계승 목적 

차이
가족 연결망 범위

감정적 증여의 방향성

증여의 행위동기

설명되는 
현상     
(y)

가족복지(사적이전소득) 지원 방향성, 활성도, 기능 차이

3-1-2.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유사한 문화적 요소와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가 

처한 정치 및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독자적 복지체계

를 이루어 왔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가족과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 30 -

존재의 의미 역시 상이한 성격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 3-1>과 같은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은 가족구조와 가족문화(2장)가 가족복지 양상과 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규명하는 데에 있다(4, 5장). 다시 말해 역사적·문화적 맥락으

로 각 국가가 형성해온 가족구조와 문화에 따라 그들이 주고받는 사적이전소

득 양상에 차이를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만약 두 국가의 가족복지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근원적 요인이 무엇인지, 산업화와 국가복지라는 거시적인 변

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가족복지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다(6장).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해보고

자 한다.

그림 3-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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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가족구조에 따라 부모-자녀 간 가족복지의 활성도에 차이가 존   

           재하는가? 

   폐쇄적이고 강한 연대의 가족구조를 지닌 한국에서는 부모-자녀 간 사적이

전소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가설 1-1). 반대로 가족구조에서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가족구조를 가지는 일본에서는 부모-자녀 간 사적이전소

득이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가설 1-2). 

   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성 가구주와 부모 그리고 남성 가구주의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 간 사적이전소득을 수혜 및 제공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술통

계(교차분석)를 통해서 검증한다. 과연 가족복지가 어느 정도 빈번하게 행해

지고 있는지, 또 가족복지의 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

본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 행위가 부모-자녀 간에 상호적인 지원관계를 보이

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 혹은 자녀 한 쪽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비대칭적 지원

관계를 보이는 것인지, 또는 주고받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인지 파악하고

자 한다. 

   만약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순환을 뜻하는 상호부조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화된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지원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재정적 지원의 필요

성에 의한 행위가 아닌 두 행위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방향적 지원 방향을 보이는 경우, 가족복지의 제

공자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모인지, 자녀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회자본의 공유 즉 유대가 강할

수록, 빈번한 정보의 공유가 이룰수록 서로의 재정상황이나 생활의 상태를 쉽

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재정적 지원이 주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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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한국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이 많을 것  

          이다.

가설 1-2. 일본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이 적을 것  

          이다. 

연구문제 2> 가족구조에 따라서 가족복지 기능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한·일 공통)

   가족의 복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지원되는 자원의 금액 크기를 지표로 

친가와 처가 사이에 지원되는 자원의 양을 검증하도록 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가족제도의 기초가 부계직계가족을 기반으로 한다(服部民夫, 2005). 따

라서 부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며, 배우자 가족과의 상호 

교류나 부모부양의 의무와 가족의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가족제도가 현대사회에서 잔존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 응답자

의 부모인 친가와의 사적이전소득의 주고받음에서 보다 큰 금액을 주고받고 

있을 것이고 친가의 복지 기능이 보다 클 것이다 (가설 2). 그러나 부부 간의 

유대를 보다 강조하는 핵가족으로의 외형적 변화와 함께 규범적인 의무나 가

족관계의 약화를 초래하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구조에서 부부 중심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상

호관계에 있어서 친가와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인 처가 간의 차별적 차이

가 희박해져 양가 평등한 관계로 이행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三谷鐵男, 

1991: 42). 그렇다면 외형적인 가족구조의 변화가 과연 가족의 복지 기능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남성응답자의 부모인 친가와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인 처가에 따른 부모-자녀 간 지원 자원의 크기(금

액)를 지표로 검증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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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자 가운데 지원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차이검증(A 

Paired-Difference test)을 실시한다. 

가설 2. 부계직계가족구조를 가졌던 한국과 일본에서는 친가 부모와 자녀 간  

        지원행위에서 처가 부모와 자녀 간 지원에 비해 보다 큰 금액의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가족문화의 성격에 따라 부모-자녀 간 가족복지 방향성에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는가?

    앞에서 두 국가의 가족 간 감정적 증여(책임감과 의무)의 성격에 대한 차

이가 부모와 자녀 간 지원행위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하는 감정적 증여가 강하게 나타나는 가족문화를 가지는 

한국에서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하는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가설 3-1). 반대로,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하는 감정적 증여가 강하게 나타나

는 일본에서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하는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이다(가설 3-2). 이러한 감정적 증여의 성격이 세대 간 지원 양상의 작동 메

커니즘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과 가설 2의 분석과 더불

어 기술통계로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가설 3-1.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제  

          공 경험이 많을 것이다.

가설 3-2.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은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제  

          공 경험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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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험적인 분석은 기존연구에서 복지주체로서 부차적 존재로 다루어

온 가족이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일상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줌과 더불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의 차이가 

비공식 영역의 복지 제공 및 수혜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속하고 공동체 지향성을 보이는 국가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족의 

속성과 이에 따른 교환의 메커니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러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배태된 공동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2. 자료 수집 방법

3-2-1. 독립변수: 한국과 일본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차이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소규모화 되고 

핵가족으로 변용되어 있다. 이러한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가족구조의 변화가 

실제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과 가족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 문

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전통가족제도 및 가족문화의 성격을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두 국가의 가족이 전통과의 연속성하에 가족제

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가족제도의 속성을 비교

한다. 두 국가 모두 직계가족이라는 가족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구성과 이에 따른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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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현대 가족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조사된 가구구조와 가구원 수의 변동과정을 살펴보고, 일본의 경우는 후생노

동성(厚生勞働省)이 실시한 국민생활기초조사를 활용하여 변동과정을 살펴본

다. 

   다음으로 이러한 외형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와 전통가족구조의 연관성을 탐

구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료

로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제 1차 가족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를 이용한다. 

이는 전국 2,925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5,973 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가족실태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2005 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한편 일본의 주관적 가족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가 실시한 

「현대가족의 구조와 변용 전국가족조사-NHRJ98」 조사결과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1998 년에 만 28-88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전국 10,500 명의 포본 

수를 가진 조사이다. 그 가운데 주관적 가족인식이 파악이 되는 조사 샘플수

는 6,985 명이다. 일본의 전통적 친족 인지 규범을 고려하여 설정된 범주 가

운데 어떤 친척관계를 가족이라고 인지하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두 자료에서 구분하고 있는 가족 범주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비교 

연구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 범주를 재설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의 조사는 본 연구가 제기한 주장, 즉 가족의 구성 원리와 

성격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복지의 원리와 성격 역시 차별화된다

는 연구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각 나라의 전통

적 가족문화와 어떠한 관련성 속에서 현재의 가족복지 체계의 차이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인지 알아본다. 만약 전통가족의 관계적 속성의 차이가 현재 비

공식 가족복지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부모-자녀’ 사이의 감정적 

증여의 성격이 이들이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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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가족복지의 차이에 대한 가설을 더욱 확고히 

입증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간에서 주고받는 경제적 자원, 즉 사적이전소득

을 핵심 지표로 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서

로 다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실제 한일 가족복지 체계의 유의미한 차이

를 만들어내는 독립변수인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가족 관계의 차이가 그들이 주고받는 복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쩌

면 당연한 진술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의 객관적 구조가 반드시 가족

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또한 가족의 경제적 지

원 구조라는 객관적 변수와 가족의 감정적 연대라는 주관적 변수가 동일한 변

수로 취급될 수 있는지 함의한다. 따라서 이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역동

적 차원을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단순히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계량적 분석 외에도 면접조사를 통해 두 국가의 부모-자녀 사이의 감정

적 자원 주고받음에 대한 질적인 분석 역시 시도하고자 한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족문화가 각 행위자들에게 내면화되었고, 이것이 한·일 양국의 가족

구조 및 문화와의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현재의 가족복지 체계의 차이를 만들

어내고 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3-2-2.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 가족복지의 현실

양적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비공식 복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소득 

가운데 ‘사적이전소득’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공식 영역에서의 복지체계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 온 생활에 배태된 복지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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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현금이라는 물질적 자원의 이전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접적 관련성을 지

닌 가족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나 자녀, 친척·친지로부터 주기적

으로 받은 현금으로 규정된다.31) 즉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일

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증여이다. 사적

이전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사적소득이전과 빈곤감소 효과의 연관성, 그리

고 사적이전이 공적이전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규명하여 사적이

전의 주요성을 밝힌 바 있다(손병돈, 1999; 김진욱, 2004; 성재민, 2006; 정

의신, 2008).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복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소득의의 수혜 및 제공 경험 여부를 확인함으로 그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제적 자원의 세대간 이전 즉 부모로부터 자녀, 그

리고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관계를 밝히는 것은 저출산화·고령화가 심

화되어 있는 가운데 빈곤을 왕충 시키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가족구성원의 생활 유지를 위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

을 밝힐 수 있다. 

   아래 <표 3-2> 는 본 분석이 활용하는 한국과 일본 각 국가 데이터의 특성

을 정리한 것이다.

31) 비주기적으로 주어지는 증여나 상속은 기타 소득에 포함시키고 사적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재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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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이용 데이터 개요

한국 일본

조사명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5차 조사 
일본가계패널조사(JHPS) 2012,　

4차 조사

조사주체 한국노동연구원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

조사완료년도 2012년 2012년

관찰단위 가구 개인 

대상자 15세 이상의 가구원 20세 이상의 남녀

질문항목 기준 가구주 기준 가구구성원 내 응답자 기준

원표본
5,000가구, 13,321명 가구원 

(1998년, 1차)
4,000명 (2009년, 1차)

전체 샘플 
사이즈

7,262 가구 2,821 명

샘플링 전국 무작위 표본 전국 무작위 표본 

조사방법 면접조사(유치(留置)조사)
유치(留置)조사 

(인터넷응답옵션(조사자임의)) 
/면접조사

   우선 각 국가의 비공식 복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한국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이다. 이 조사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

작으로 제주도와 군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을 표본 틀로 삼은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조사를 반복 실시하고 있

으며,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표본 유지율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KLISP 자료는 대상 가구의 특성, 소득 및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 교육 및 직

업훈련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자료이다.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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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가구용 자료로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것과 가구에 속한 만 15

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다.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가구용 자료에서는 가족관계와 세대 간 경제적 자

원 교류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1-2). 

   일본은 게이오대학 패널데이터 설계·해석 센터 (慶応義塾大學パネルデー

タ設計·解說センター;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에서 

실시한 일본가계패널조사(日本家計パネル調査; Japan Household Panel 

Survey: 이하 JHPS)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2009년에 제 1차 조사를 실행하여 

매년 동일 조사 대상자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조사 시작 시점에는 대상자 연

령 상한 설정이 없이 20세 이상의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 조

사가 이용하는 JHPS 2012도 전년도 표본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조사 질문 가

운데 JHPS 2012도 조사부터 ‘가족 내 원조’ 항목이 추가되어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경제적 도움과 상호 지원관계의 실태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한 조사년도인  2012 년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 두 데이터에는 조사 설계에 유의해야 하는 차이점들이 존재한

다. 우선 조사대상 설정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KLIPS는 기본적으로 가구(가

족) 단위로 추출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JHPS는 개인 단위로 조사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두 조사 모두 무작위추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샘플

사이즈에 차이를 보이며, JHPS(N=2,821)가 KLIPS(N=7,262)에 비해 작다. 더불

어 대상자의 선정 연령에도 차이를 보인다(KLIPS은 15세 이상, JHPS: 20 세 

이상). 

   조사방식에 있어서는 KLIPS는 면접원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응

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을 원칙으로 실시되어 있다. 반면 JHPS는 

조사방법의 차이가 조사표의 회수율과 각 조사항목의 응답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전 지점을 이분화 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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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유치(留置)조사법이고, 또 하나는 유치법과 조사원이 구두로 대상자에

게 질문을 하여 회답을 얻는 면접조사를 변용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환경이 

정비되어 있는 대상자에게는 유치조사에 인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웹(Web)상

에서 회답할 수 있게 옵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두 조사 모두 부모와 자

녀 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질문항목에 대해서 남성 응답자 및 응답자 배우자

의 부모를 분리하여 각각 주고받은 사적이전소득을 조사하고 있다.32)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 차이를 찾을 수 있다. KLIPS 15차 데이터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 금액을 ‘현금’, ‘현물’로 나눈 반면, 일본 JHPS 2012의 경우는 ‘현

금’만이 측정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두 자료를 일정한 조건 아래 비교 분석을 하는 것에 

충분한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두 조사는 현

재까지 신뢰성 있는 연구업적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조사된 데이터이고, 본 조

사에서 보고자 하는 각 국가의 부모와 자녀 간에서 주어지는 경제적 자원이 

생활을 지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의 현실을 규명하는 데

에는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데이터라고 판단이 된다. 

① 분석대상자: 

   본 분석을 위한 기본 분석 대상자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성 가

구주’로 설정한다. 30세 이상의 가구주로 한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경제적 

책임이 있고 가정의 가계를 파악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가족관계에서 부계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친

족관계에 부계 부모인 친가와 모계 부모인 처가의 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

호 작용이 활성화되는 양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계 중심적 성격을 지

32) 두 나라의 부모/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자세한 설문문항은 <표 3-4>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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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전통적 가족구조가 반영된 남성 가구주를 분석대상자로 설정함으로 가족관

계의 양계화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KLIPS 15차 데이터의 경우, 조사대상 관찰이 가능한 전체 조사 대상이 

7,262 가구이고, 이 가운데 가구주가 파악이 되는 가구는 n=6,753이며 가구주

가 남성인 경우가 n=5,185이다. 남성 가구주 가운데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가 n=5,162,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있는 30세 이상의 남성 가구주가 n=4,397

이다. 그러므로 KLIPS 15차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분석 기본 샘플수는 n= 

4,397가 된다.  

   한편 일본 JHPS 2012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샘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전체 샘플수 n=2,821 가운데 n=1,514이며 가구주 가

운데 남성인 경우가 n=1,163이다. 남성 가구주 가운데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

우가 n=1,124이고 이에 배우자가 있는 30 세 이상의 남성 가구주인 응답자의 

경우가 n=969이다. 따라서 일본 JHPS 2012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 설정

하는 기본 분석 대상자는 n=969로 설정이 된다. 

   이와 같이 설정한 기본 분석 샘플을 기반으로 하지만 본 조사가 관찰하고

자 하는 두 국가의 데이터 간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분석 조건을 맞추기 위해 

기본 분석 샘플 구성에 조사 변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적이

전소득에 관한 측정 방법과 조사 분석을 위해 활용할 변수 구성과 분석 샘플

수는 아래와 같다.

② 사적이전소득 분석 대상 변수의 구성: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원의 경험에 관한 질문항목에서 두 조사의 차이

점이 존재한다. KLIPS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별거 여부에 따라, 그리고 JHPS

의 경우 부모의 생사 여부에 따라 질문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적이전

소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생계를 따로 하는 부모와의 별거를 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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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의 기본 분석 대상자 가운데 부모와 비동거인 응답

자를 분리시킬 작업이 필요하다. 

   JHPS 조사에는 응답자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수, 가구원에 

대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JHPS 조사에서 

가구원 여부에 대한 질문 가운데 동거/비동거 질문의 비동거란 일시적인 별거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즉, 학업, 입원이나 요양·복지시설 입서 등에서 일시

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질문은 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에 한정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가 부모와 가구를 따로 하는 

실제 비동거 가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부모와 비동거 가구로 설정한다. 그 결과, 앞서 

설정한 일본의 기본 분석 대상자 n=969에서 부모와 비동거인 대상자를 추가로 

분리시킨 n=823을 사적이전소득 분석의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더불어 두 나라 모두 최근 가족관계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

고 있다. 따라서 남성 응답자 본인의 부모는 물론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와 주

고받는 사적이전소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행이도 KLIPS과 JHPS 자료 모

두 경제적 지원 경험에 대한 질문이 가구주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각각

에게 질문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앞서 설정한 기본 샘플 사이즈 n=4,397 가

운데 가구주의 부모님이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 이상 따로 살고 있는 가구가 

n=2,227,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n=2,566로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와의 거주 상태가 따로 관찰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앞서 

설정한 부모 비동거인 대상자 n=823 가운데 남성가구주의 부모 그리고 남성가

구주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샘플수는 각각 n=823이다. 

    아래 <표 3-3>은 앞서 설정한 본 분석 기본 분석 샘플에 더하여 각 국가

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분석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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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표 3-3. 분석 대상 변수의 구성 

KLIPS(한국, 조사단위: 가구) JHPS(일본, 조사단위: 개인)

전체 샘플수 7,262 2,821

가구주 6,753 1,514

가구주 & 남성 5,185 1,163

가구주 & 남성        
& 30세 이상

5,162 1,124

가주구 & 남성       
& 30 세 이상         
& 배우자 있음   

(기본 분석 샘플수)

4,397 969

가주구 & 남성       
& 30 세 이상         
& 배우자 있음      
& 부모 비동거

남성응답자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여부

남성응답자 
배우자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여부

남성응답자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여부

남성응답자 
배우자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여부

2,227 2,566 823 823

  

③ 측정방법: 

    먼저 부모와 자녀 간 가족복지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전년 한 해 동

안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한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 유무의 빈도 

그리고 지원의 금액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3-4>는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 및 지원자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질문항목이다. 두 자료

에서 부모-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하는 설문의 내용은 다소 상이하다. 

한국은 사적이전소득 금액을 ‘현금’과 ‘현물’로 나눈 반면, 일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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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뚱그려 ‘경제적 원조’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금과 현물을 합

한 금액을 그리고 일본은 경제적 원조 금액을 각각 사적이전소득의 총액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사적이전소득이 각 가구에서 어느 정도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자

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금액 대비 부모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금액 비중을 구한다. 

  

표 3-4.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질문항목 

KLIPS

(한국)

- 가구주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중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 이상 따
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 작년 한 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

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작년 한 해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경제적 도움은 얼마나   
       되십니까?
       ∎ 현금___만 원 ∎현물___만 원
     - 작년 한 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  

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작년 한 해 동안 부모님께 드렸던 경제적 도움은 얼마나 되십니까?
    ∎ 현금___만 원, ∎현물___만 원

JHPS

(일본)

- 당신은 작년 당신의 부모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원조를 했습니까?
  (* 응답자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조사)
  ∎ 작년에는 ___만 엔/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았음 ( )
- 당신은 작년에 당신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원조를 받았습  
  니까?
  ∎ 작년에는 ___만 엔/경제적 원조를 받지 않았음 ( )

  

   

   이어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 활용한 각 데이터의 

질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 KLIPS의 경우 조사 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

구에게 연간 총 근로소득을 측정하는 질문항목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가구당 연간 평균 근로소득으로 한다. 반면 일본 JHPS 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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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전체 수입을 질문한 항목 가운데 근로소득, 그리고 자영업, 사업, 부

업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위자(남편, 아내, 기타 가구원)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가구원 가운데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액과 자영업, 사업, 부업 수입을 합친 금액을 가

구당 연간 총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두 국가의 가족관계에 따른 가족복지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응답자의 부모=친가,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처가

로 양가 구분하여 경제적 지원 경험을 측정하도록 한다. 아래 <표 3-5>는 근

로소득에 관한 각 조사의 질문항목이다.

표 3-5. 가구당 연간 근로소득에 관한 질문항목 

KLIPS

(한국)

- 작년 한 해 동안 ____님 댁 가족들 중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이 계셨습 
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있었다면, 작년 한해 동안 ____님 댁 전체의 연간 총 근로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작년 근로소득: 연간 총 소득_____만 원

JHPS

(일본)

- 당신 세대의 작년 1년간 얻은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항목마다 기입해
주십시오. 수입이 없는 항목은 「0」 엔으로 기입해주십시오. 

  ∎(1) 근로소득 연간 수입 - A 남편, B 아내, C 기타 가족원 합계     
(별거하는 부모 및 자녀 제외) 

  ∎(2) 자영업, 사업, 부업 수입 - A 남편, B 아내, C 기타 가족원 합계 
(별거하는 부모 및 자녀 제외) 

   

질적 자료 

   지금까지 제시한 계량적 연구방법은 평소에 부모와 자녀 간에 사적이전소

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사적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생

활을 지탱하는데 어느 정도 복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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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복합적 사실들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

다. 보다 미시적이고 배태된 사회적 사실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심층 

분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충적 자료로서 면접조사를 병행하고

자 한다. 

   이러한 미시적 측면의 분석은 사회적 행위와 그 배경인 사회적 현상을 발

생시킨 기원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희영, 2005). 내러티

브, 구술사연구는 개인의 생애에서 경험한 사건이나 행동들을 이야기라는 상

징적 기술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며, 개인의 경험들을 연대기적 연결(과거-현

재-미래)을 통해서 체험적인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이 겪는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해석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형성해간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지나간 체험에 대한 사실

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재를 기점으로 한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결과물이라

는 특성을 갖는다. 구술사는 개인의 과거를 통해 구성된 지향적인 의미규준을 

현재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하고,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상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구성물이다(이희영, 

2005). 이러한 작업은 개인의 생활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특

정한 경험이 이전 경험과 연관되어 있음으로 과거에 형성된 지향적 가치체계

는 이후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술사 연구는 개인의 구체적 사

실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총체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실시하는 면접조사 대상자는 한국-서울, 일본-동경 수도권에 거

주하는 50~60대 남녀 각각 11명씩 총 22명이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에 육

박하는 대도시이다. 한편 일본 수도인 동격은 인구 약 1300만 명으로 일본 전

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중심 도시이다. 인구적 측면에서 두 도시는 한

국과 일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한 대표성을 가진다. 

서울과 동경은 사회적 요건이나 경제적 상황 그리고 도시화의 상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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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조건을 지니며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

식 복지체계와 그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비교 연구로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연구대상자를 50~60대 남녀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이다. 가족 간 사적이전 양태의 하나로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경제적 지

원, 그리고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 내의 이전

소득은 많은 경우 부자관계에서 상호적 교환행위로서 이루어진다. 특히 부자 

관계는 전기 그리고 후기,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부자관계, 그리

고 성인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자관

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전기 혹은 후기의 한 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

어왔으며 두 과정은 다른 연구대상으로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野口·上村·鬼

頭, 1989; 白波瀨, 2001; 勝又, 2005; 塚原, 2007).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라는 것은 단편적, 부분적 관계가 아니라 인생에 있

어서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인간관계의 하나이다(保田時男, 2003). 그러

므로 이러한 단편적 접근은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체계의 전체적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가족 

간 지원은 그 형태와 자원의 방법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세대 간 

원조는 부모 자녀 간의 2 세대로 이어지는 양상뿐만 아니라 조부모로부터 손

자를 향한 양태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3 세대 간 경제적 이전의 가능성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上枝朱美, 2013).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3 세대 가족 구

성원 간의 자녀와 부모 중간에 위치하는 중년층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

은 세대 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교환행위가 지닌 호혜성의 

저 전체적인 사이클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은 미리 준비한 질문항목을 기초로 진행되지만 화제의 

전개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질문 순서에 구애 받지 않고 회답 방식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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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달려 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방법이다. 정보제공자의 관점

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인터뷰 방식을 지원해줘야 하며, 

이는 또한 연구자의 의도로 이야기가 유도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동시에 구조화된 인터뷰와 같이 각 대상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제기하

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대답을 얻을 수 있다(谷富夫·芦田

哲朗, 2009; Punch, 2006). 질문 내용33)은 크게 가족 관계, 가족 간 사적이

전의 여부, 그리고 비공식 복지 제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

는 사회자본 즉 호혜성의 성격과 사적이전행위와의 관련성이다.34)

   본 연구의 경험적 조사는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복지라는 특성을 크게 

반영한다. 가족 간에서 교환되는 호혜적 교환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전혀 다른 자원의 상호교환(예컨대 일상생활의 돌봄과 보살핌과 같은 

비경제적 자원, 애정과 같은 정서적 자원, 그리고 소득이전과 같은 경제적 자

원의 교환)이 복수의 패턴으로 혼재되어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

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교환뿐만 아닌 다원적인 지원교환의 모습과 이에 따른 

지원동기를 탐구하는 것이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목적이고 그들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가족의 실제 모습과 교환의 원리를 관찰해보고자 한다.

   본 면접조사는 한국의 경우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약 한 달

에 걸쳐 진행하였고 일본의 경우 2014년 7월 한 달 동안 동경에 머물면서 7월 

7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진행하였다. 정보제공자들과의 만남은 연구자와 친

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 접촉한 사람들

로 면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소개를 해준 지인들이 인터뷰 자리에 동반한 경

33) 면접조사의 질문 항목 작성에 있어서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였던 사

적이전에 관한 문항, 그리고 「한국의 인간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류석춘 외, 2008)과 일본 內

閣府(내각부) 가 진행한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內閣府, 2010)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다.

34) 면접조사의 질문항목은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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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리고 소개를 받은 정보제공자가 2 명 혹은 3 명이 같이 자리를 하는 경

우가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정보제공자들과의 면식이 없다는 점과 인터뷰라

는 접촉 방식에 대한 어색함과 불안감으로 동반을 바란 것으로 사료되었으므

로 정보제공자가 최대한 편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

였다. 두 명 이상이 동반을 한 경우는 자리는 같이 하되 한 명씩 순서대로 이

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친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안심감을 바탕으

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보제공자와의 라포가 쉽게 형성되었으며 보다 

심중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인터뷰 장소는 정보제공자의 회사 사무

실, 정보제공자의 집, 지인 집, 카페에서 진행되었으며, 실제 인터뷰 시간은 

최소 40 분부터 1시간 반 정도로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녹음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녹취를 하였고 면접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내

용들을 노트에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한국의 경우 약자로 표기

를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약자를 쓰기가 어려워 가명(성)으로 표시하였다. 

정보제공자 가운데 본 연구 대상자 연령 조건(50대~60대)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일본 사례 4, 연령=49세)가 존재한다. 하지만 분석하는데 있어서 큰 지

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본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례로 포함시켜 활용하였다. 

   아래 <표 3-6>은 한국 정보제공자의 명단과 정보제공자의 가족구성원 정보

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 정보제공자의 평균 연령이 58.0 세, 성별이 여성 9 

명, 남성 2 명이며,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3 사례이고 부

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사례가 4 사례이다. 더불어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보

면 주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례가 6 사례(사례 1, 2, 4, 5, 8, 9), 일시적으

로 비정규직에 있는 사례가 1 사례(사례 11), 그리고 주부가 4 사례(사례 3, 

6, 7, 10)이다. 정보제공자 가운데 주기적인 소득금액이 파악 가능한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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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35) 5분위인 사례가 1 사례(사례 8), 4분위인 사

례가 1 사례(사례 4), 3분위인 사례가 1사례(사례 5), 2 분위인 사례가 1 사

례(사례 9) 1분위인 사례가 1사례(사례 2)이다. 주부인 사례의 경우, 사례 6

은 한 달에 부동산 임대비 400 만 원에 남편의 공무원 연금이 200 만 원으로 

월 소득이 600 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가구 가운데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인 4,304,380원36) 보다 높은 것으로 경제수준이 중간 정도에 위

치한다. 더불어 사례 3의 경우, 정보제공자 본인이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없으나 월 평균 생활비가 약 200 만 원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이를 12 개월로 

곱한 2,400 만원이 최소 연소득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월 생활비가 전체 

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 3,308,962원37)보다 적으므로 경제수준이 ‘하’에 속

함을 예측할 수 있다. 사례 7의 경우, 배우자는 현재 일시적으로 휴직상태이

지만, 대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스카우트를 받아 미국, 중국

의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중’의 수준에 달한 생활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0의 경우 배우자 연소득이 1억 5000 만 원으로 

‘상’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사례 11의 경우, 현재 비정규

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이 60 만 원이지만 배우자의 월 평균 소득이 

300 만 원으로 약 360 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3분

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액인 3,675,191원과 유사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악이 되는 정보제공자의 경제 수준은 ‘상’에 속하는 

35) 경제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년 2/4반기 소득5분위

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이다. 주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사례는 월 평균 근로소

득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적용시켜 5분위로 분류하였다.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3,988,926이다. 1순위 1,609,808*12=19,317,696. 2분위 2,834,895*12=34,018,740. 3분위 

3,675,191*12=44,102,292. 4분위 4,797,610*12=57,571,320. 5분위 7,010,941*12= 

84,131,292. 또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다음 세 가지 즉, 1, 2순위를 ‘하’, 3분위

를 ‘중’, 4, 5분위를 ‘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36) 통계청, 「2015년 2/4반기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참조.

37) 통계청, 「2015년 2/4반기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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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3 사례, ‘중’에 속하는 사례가 4 사례, ‘하’에 속하는 사례가 3 

사례 그리고 무응답이 1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표 3-6. 한국 정보제공자 및 가족구성원 정보

사

례
이름* 성별 나이

가족구성원(나이)

[따로 사는 
자녀(나이)]

부모생사여부

부모 
동거 
경험 

직업

대상자 
연소득

(만 원)본인 배우자

1 ㅇㅅㅈ 여 54
배우자(61), 딸(28) 

[딸(26)]
부(×)
모(ㅇ)

부(×)
모(×)

○ 회사원 무응답

2 ㄱㅇㅅ 여 66
배우자(66)  

[아들(43), 딸(42)]
부(×)
모(×)

부(×)
모(×)

× 환경미화원 1,200

3 ㅊㄱㅅ 여 60
배우자(64), 딸(17), 

아들(28)         
[딸(35, 33, 31)]

부(×)
모(×)

부(×)
모(×)

× 주부 없음

4 ㅂㄴㄱ 남 59 아들(32)
부(×)
모(×)

- × 사업 6,000

5 ㅇㅈㅁ 여 67
배우자(70), 딸(39), 

[아들(34)]
부(×)
모(×)

부(×)
모(×)

× 자영업 4~5,000

6 ㅇㅇㄹ 여 59
배우자(62), 딸(31) 

[딸(29)]
부(×)
모(×)

부(×)
모(×)

× 주부 없음

7 ㅇㅂㅈ 여 60
배우자(66)     

[딸(33, 32)]
부(×)
모(×)

부(×)
모(×)

× 주부 없음

8 ㅇㄱㄱ 남 52
배우자(52). 아들(19), 

딸(16)
부(×)
모(ㅇ)

부(×)
모(ㅇ)

○ 사업 1억 5,000

9 ㅈㅅㄱ 여 56
배우자(58), 아들(30), 

딸(26)
부(×)
모(×)

부(×)
모(×)

× 서비스업 3,000

10 ㅇㅇㅈ 여 51
배우자(51),  딸(26, 

24)
부(×)
모(×)

부(×)
모(ㅇ)

○ 주부 없음

11 ㅈㅅㅇ 여 54
배우자(56),  아들(17, 

24)
부(×)
모(×)

부(×)
모(×)

○
주부 

(비정규직)
(월 60)

*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약자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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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일본 정보제공자의 특성을 살펴보자. <표 3-7>은 일본 정보제공

자 및 가족구성원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정보제공자의 평균 연령이 59.9 세, 

여성 9 명, 남성 2 명이며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하고 있는 사례는 8 사례

이다. 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사례는 9 사례이다. 주기적인 소득활동이 있는 

정보제공자는 7 사례(사례 2, 3, 4, 7, 8, 10, 11)이며,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2 사례(사례 5, 6)이고 주부가 2 사례(사례 1, 9)이다. 경제적 소득이 

있는 정보제공자의 연 평균 가구소득액을 기준으로 경제수준38)을 살펴보면, 

5분위가 2 사례(사례 8, 10), 4 분위가 2 사례(사례 3, 4), 3분위가 1사례(사

례 2), 2 분위가 1사례(사례 7)이다. 사례 1의 경우 연금으로 생계를 이루고 

있다. 정확한 연금 수급액은 알려주지 않았으나 평균적 금액이라고 하였다. 

일반 근로자부부의 노년연금의 급여액39)이 월 226,925엔임으로 2분위 수준에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사례 9의 경우도 진술을 통해 연금생활을 보내고 있

음이 나타났다. 배우자의 연금 20 만 엔과 본인의 연금 7 만 엔을 합하여 월 

27 만 엔을 급여로 받고 있음을 통해 2분위에 속하는 경제수준에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파악이 되는 일본정보제공자의 경제수준은 ‘상’에 속하는 

사례가 4 사례, ‘중’에 속하는 사례가 1 사례, ‘하’에 속하는 사례가 4 

사례이며 무응답인 사례가 2 사례이다. 이상의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아래 <표 

3-7>에 정리하였다.

38) 여기서 경제 수준에 기준이 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후생노동성(厚生勞働省), 2015. 「국민생

활기초조사의 개황」, ‘제2표 각종 세대별에 본 소득의 상황’이다. 이 조사는 가구의 분류를 ‘전

세대’, ‘고령자 세대’, ‘아동이 있는 세대’, ‘65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세대’로 분류한다. 본 

조사에서는 ‘전세대’를 활용하였다. ‘전세대’를 대상으로 한 1세대 당 평균 연소득금액이 528.9

엔이다. 소득 5분위 계급별 5분위 수치는 다음과 같다. 제Ⅰ오분위치 196 만 엔, 제Ⅱ 오분위

치 336 만 엔, 제Ⅲ 오분위치 515 만 엔, 제Ⅳ 오분위치 797 만 엔이다. 

39) 후생노동성(厚生勞働省), 2014, 「후생노동백서2014자료편_연금」에 따르면 근로자 부부의 노

련연금은 제2호비호험자의 후생연금(평균적 임금으로 40년 가입) 과 기초연금 부부 2 인분 

(40년 가입)의 합계금여액이 월 226,925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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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일본 정보제공자 및 가족구성원 정보

사

례
이름* 성별 나이

가족구성원(나이)

[따로 사는            
  자녀(나이)]

부모생사여부

부모 
동거 
경험 

직업

대상자 
연소득

(만 엔)본인 배우자

1 하야세 여 69
배우자(67), 아들(41)  

  [딸(42)]
부(×)
모(×)

부(×)
모(×)

○ 주부 없음

2 가네코 남 68
배우자(67), 딸(30) 

[아들(37)]
부(×)
모(×)

부(×)
모(×)

× 회사원 450

3 타나카 여 54
배우자(64)    

[딸(31), 아들(29)]
부(ㅇ)
모(ㅇ)

부(×)
모(ㅇ)

× 회사원 600

4 오오노 여 49 배우자(50), 아들(19)
부(×)
모(ㅇ)

부(×)
모(ㅇ)

○ 회사원 600

5 후지미 여 60
배우자(62), 아들(29)  

   [딸(31)]
부(×)
모(ㅇ)

부(×)
모(ㅇ)

○ 비정규직 무응답

6 야마다 여 62
배우자(62)    

[딸(37), 아들(33)]
부(×)
모(ㅇ)

부(×)
모(×)

○ 비정규직 107 

7 노무라 여 52
배우자(56)    

[딸(29), 아들(27)]
부(×)
모(ㅇ)

부(×)
모(×)

○ 회사원 200

8 세가와 남 52
배우자(51)   

[아들(32, 31, 28)]
부(×)
모(ㅇ)

부(×)
모(×)

○ 사업 1억

9 마사키 여 69
배우자(69)     

[딸(37, 35)]
부(×)
모(ㅇ)

부(×)
모(×)

○ 주부 없음

10 사이가 여 61 [딸(32] 
부(×)
모(×)

부(ㅇ)
모(ㅇ)

○ 회사원 1,500

11 후카와 여 63
딸(35)      

[아들(38)]
부(×)
모(×)

부(×)
모(×)

○ 회사원 무응답

*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약자로 표기하였음



- 54 -

4. 한국의 가족복지 양상과 실태: 사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앞서 2장의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무와 책임감이라

는 감정적 증여가 가족복지의 주고받음에도 반영될 것임을 검토하였다. 한국

의 주관적 가족 인지가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을 향한 강한 방향성을 보인 것을 

통해,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의무와 책임감이라는 감정적 증여가 가족복

지의 주고받음에도 반영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가족복지의 한 형태로서 경제적 지원의 교환인 사적이전소득을 지표로 부모와 

자녀 간 가족복지의 양상과 이에 따른 복지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고받는 가족복지가 실제로 어떠한 행위동기에 기반으로 둔 행위

이며, 또 그것이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가족복지의 실태를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양상을 다음 세 가지 즉, 가족복지 방

향성, 두 번째로 가족복지의 활성도(빈도 수),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의 기능

(지원 금액의 양)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4-1.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방향성

   부모와 자녀 간에서 행해지는 가족복지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서 주

어지고 있는지 복지 제공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 해 동안 사적이전소

득을 수혜 및 제공한 경험 여부를 파악하여 가족복지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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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표 4-1>은 남성응답자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진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표 4-1. 한국의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험 유무에 따른 가족복지의 방향성  

                                                         (단위: 가구, %)

남성 응답자의 부모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

전체 2,227 (100.0) 2,566 (100.0)

빈
도

있음 N (%) 517 (23.2) 1,841 (82.7) 568 (22.1) 2,035 (79.3)

없음 N (%) 1,710 (76.8) 386 (17.3) 1,998 (77.9) 531 (20.7)

빈도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자녀 ⇨ 부모 (3.6배)    자녀 ⇨ 부모 (3.6배)

   

   먼저 남성 가구주 응답자의 부모인 친가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경

우가, 전체 응답 가구(n=2,227) 가운데 23.2 % (n=517), 수혜 경험이 없는 경

우가 76.8 % (n=1,710)로 과반수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

음을 나타냈다. 반면 부모에게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

중이 전체 응답가구 가운데 82.7 % (n=1,841), 제공 경험이 없는 비중이 17.3 

% (n=386)로 대다수가 제공 경험이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수혜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전체 응답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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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66) 가운데 22.1 % (n=568), 없는 비중이 77.9 % (n=1,998)로 나타났

다. 반면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79.3 % 

(n=2,035), 없는 경우가 20.7 % (n=531)로 남성응답자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과 동일하게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은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

하는 빈도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빈도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

다. 친가 부모의 경우‘부모→자녀’방향의 빈도가 517인 한편, ‘자녀→부

모’방향의 빈도는 1,841로 약 3.6 배의 빈도수의 차이가 난다. 처가의 경우 

‘부모→자녀’방향의 빈도는 568인 한편 ‘자녀→부모’의 경우 2,035로 역

시 약 3.6 배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가족복지 방향

성이 아랫세대로부터 윗세대를 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향한 감정적 

증여가 자녀를 향한 것보다 절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다.  

   계량적 방법을 통해 가족복지 방향성을 확인한 것처럼,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제공자의 가족복지 방향성 역시 아랫세대로부터 윗세대를 향하는 동

일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아래 <표 4-2>는 면접조사의 정보제공자 정보와 부

모와 자녀 간에 행해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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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국 정보제공자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여부

사례 이름*
자녀와의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험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험

1 ㅇㅅㅈ 자녀 ⇒ 부모 ×

2 ㄱㅇㅅ 자녀 ⇒ 부모, 배우자 부모 ×

3 ㅊㄱㅅ × ×

4 ㅂㄴㄱ × 본인 ⇒ 부모

5 ㅇㅈㅁ × ×

6 ㅇㅇㄹ × 본인 ⇒ 부모

7 ㅇㅂㅈ 자녀  ⇒  부모 본인 ⇒ 부모

8 ㅇㄱㄱ - 본인 ⇒ 부모, 배우자 부모 

9 ㅈㅅㄱ × ×

10 ㅇㅇㅈ 자녀  ⇒  부모 본인 ⇒ 부모, 배우자 부모 

11 ㅈㅅㅇ - ×

*정보제공자의 이름을 약자로 표기하였음

   정보제공자 총 11 사례 가운데 자녀와 정보제공자 간에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험40)이 있는 사례는 총 4 사례(사례 1, 2, 7, 10)이다. 이 중 정

보제공자와 배우자 부모 양쪽에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례는 한 사례(사례 2)

이며, 나머지 세 사례는 본인의 부모를 향한 지원 경험이다. 자녀와 정보제공

자 간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방향성을 살펴보면 모두 자녀로부터 정보제공자를 

향한 것으로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지원 방향성을 보인다. 

   한편 정보제공자와 부모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경험이 있는 사례는 총 5 

사례(사례 4, 6, 7, 8, 10)이다. 이 중 정보제공자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양 

40) 사례 8, 11의 경우 자녀가 아직 학생 신분으로 자녀와의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여부

는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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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지원 경험이 있는 사례는 두 사례(사례 8, 10)이고, 본인 부모에게만 지

원 경험이 있는 사례는 세 사례(사례 4, 6, 7)이다. 정보제공자와 부모 간 지

원 방향성을 살펴보면 부모를 향한 아래로부터 위의 지원 방향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로 어떠한 동기로 부모 그리고 자녀들과 지원행위를 하

고 있는 것일까.  

   한국 정보제공자의 진술을 통해서 파악된 부모와 자녀 간 지원행위의 특징 

중 하나는 노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이 노후대책의 취약성과 관련을 보인다

는 점이다. 하지만 노부모를 향한 지원은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실제 지원교환행위에는 보다 내면적, 잠재적인 행위동기가 있음이 관찰

되었다.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부모를 향한 지원행위에 있어서 유교적 가

치체계가 일정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남성 정보제공자(ㅇㄱㄱ, 52)는 2 남 1 녀의 막내이고 지방에서 생활하

는 형을 대신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9 년 동안 모셔

서 같이 살았다. 현재 누나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조만간 다시 모실 예정이라

고 한다. 정보제공자는 매달 어머니에게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

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보제공자의 

형도 동일하게 어머니를 지원하고 있었다. ‘효’라는 유교적 가치체계가 정

보제공자가 부모에 대한 지원행위를 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그것을 문화적 규

범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류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Lew, 201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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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적이전소득을)주고 있죠. 어머니한테 금액은 120 만 원. 생활

비로요. 우리 형이 또 주고 있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랬죠. 20년 정

도. 나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 나이 평균 연봉이 7000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면 한 달에 30 만 원 정도, 많으면 50 만 원 정도 

그 정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중략)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혼

자 계시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죠. 혼자 살면 외롭잖아

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혼자 계시면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

이 들죠. 한국의 효에 대한 문화 사상이라고 할까.” (ㅇㄱㄱ, 남성, 52)

   

   정보제공자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의 상징적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 아래의 또 다른 정보제공자(ㅂㄴㄱ, 남성, 54)의 진술은 그것

이 자발적인 행위인 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

“나는 설 때나 추석이 되면 미리 돈을 여유 있게 드리지. 애들 세뱃돈 

주라고. 안 받아도 줄 수 있는 분들이었어. 그래도 드렸지. (중략) (사

적이전소득을) 30 만 원. 어떤 때는 50 만 원. 추석이나 명절 때 또 

드리고.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걱정하실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러면

서 드렸지. 나는 용돈을 가져다 드린 거고. (중략) 기본적으로 자식이

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유교적인 관습은 몸에 배어 있지. 

기본적으로 자식이 할 도리는 해야 된다! 부모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알아서 해드려야 한다.” (ㅂㄴㄱ, 남성, 54) 

   이러한 정보제공자의 부모를 향한 지원은 단순이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에게 드리는 현금은 사업이 어려워진 아들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정보제공자의 배려와 마음을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보제공자는 부모 생전에 얼굴을 뵈러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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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의 댁을 일주일에 세 번 왕래하고, 어머니를 매주 치과에 모시고 갔

다. 부모를 향한 이러한 행위는 ‘효’의 실천이며,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도

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정보제공자의 경우 장남이라는 점이 부모를 

부양하는 동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효를 기초로 한 부자(父子)관계

는 후계자인 장자에게 더 엄하게 대하고 보다 성실한 효행을 기대하기 때문이

다(이광규, 1975: 182). 이와 같은 전통적 가치체계가 부양행위를 규제하여 

세대를 넘어 정보제공자의 자녀 세대에게도 드러남을 아래 정보제공자(ㄱㅇ

ㅅ, 여성, 67)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 달에 그래도 어쨌든 많든 적든 용돈을 꼭 그래도 20 만 원씩 주

잖아. 결혼해서 준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가 결혼

하기 전부터 용돈 주는 거를 지금까지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가

지고 이제 그거.. 싹 월세, 이게 싹 월세야, 싹 월세. (중략) 어째든 우

리 아들은 다달이 그래도 21일에 아빠 통장으로 돈 20 만 원 딱! 하

하하하. 착하지?” (ㄱㅇㅅ, 여성, 66)

   정보제공자는 아들로부터 매달 20 만 원의 사적이전소득을 받고 있으며 그

것이 생계의 보탬이 되고 있었다. 정보제공자는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

해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지내왔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우유 값이라도 벌

기 위해 뜨개질을 했고 현재에도 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정보제공자는 

아들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들이 노후를 위해 들었던 민간 연금을  

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목돈으로 찾아 썼다고 한다. 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불편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한 달에 두, 세 번은 

찾아온다. 물론 노후에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라고 한다. 

   이 정보제공자를 향한 아들의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인 접촉은 일반화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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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의 원리에서 비롯한 지원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지원 행위는 

서로의 관계를 보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든다. 특히 문화적인 관습이 계승되

는 가족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도덕적 규범으로서 일반화된 호혜성은 행위자 

간의 관계를 규제한다. 아래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는 문화적인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식들한테 받아요. 15 %. 월급의 15 %를 주기로 정했어. 어렸을 

때.” (ㅇㅅㅈ, 여성, 54)

“큰 애가 나한테 50 만 원씩 주고 있지. 다달이. 직장 들어가서부터 

주고 있는 거야, 계속. 옛날에 얘가 주니까 너(둘째)도 내놓으라고 했

었어. (중략) 자식으로서는 해야 될 도리라고.” (ㅇㅂㅈ, 여성, 62)

   한 여성 정보제공자(ㅇㅅㅈ, 여성, 54)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활

동을 하게 되면 월급의 일부를 부모에게 매달 지원하도록 약속을 해놨다고 한

다. 또 다른 정보제공자(ㅇㅂㅈ, 여성, 62)의 진술에도 묘사되고 있는 것처

럼,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이 되어있었다. 이러한 진술은 한국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이루어지는 동

기가 부모를 향한 부모지원의 의무와 책임으로,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로

서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의 도덕적 규범으로서 보편적인 지원행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도덕적 규범이 아랫세대로부터 윗세대

를 향한 지원 빈도의 방향성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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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빈도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 지원교환행위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빈

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 여

부의 빈도수를 지표로 남성응답자의 부모, 그리고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로 각각 나누어서 자녀와의 상호지원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만

약 부모와 자녀 간 지원 행위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원의 

순환운동을 뜻하는 것이고, 복지 필요성에 비롯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상호 간

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행위동기로 이루어진 지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표 4-3>은 앞서 가족복지 방향성 <표 4-2>에서 본 남성응답자 부모

와 자녀 간 지원 경험 유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 4-3. 한국 남성응답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유무 

(단위: 가구, %)

지원 경험 여부

N (%)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소득 
계 ｘ²(p)

있음 없음

부모로 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있음   471 (21.1) 46  (2.1)   517 (23.2)

33.436***
(0.000)없음 1,370 (61.5) 340 (15.3) 1,710 (76.8)

계 1,841 (82.7) 386 (17.3) 2,227 (100.0)

*** p<.001

   

   남성응답자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교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로

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 n=2,227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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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3.2 % (n=517), 그리고 없는 비중이 76.8 % (n=1,710)를 차지하였다. 반

대로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82.7 % 

(n=1,841)이며, 없다는 비중이 17.3 % (n=386)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응답

자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행위는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일

방향적인 지원패턴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호적 혹은 한 쪽이라도 수혜 및 제공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 가구 가운데 84.7 % (n=1887)이다. 이는 응답 가구의 대다수가 세대 간 

사적이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 지원교환이 서

로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 비중이 21.1 % (n=471)이다. 그리고 지원 관계가 아

예 없는 경우가 15.3 % (n=340)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은 어떠한가. 아래 <표 4-4>

는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유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4-4. 한국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유무 

(단위: 가구, %) 

지원 경험 여부

N (%)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소득 

계 ｘ²(p)

있음 없음

부모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있음   514 (20.0) 54 (2.1)   568 (22.1)

55.624***

(0.000)
없음 1,521 (59.3) 477 (18.6) 1,998 (77.9)

계 2,035 (79.3) 531 (20.7) 2,566 (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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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경험 여부에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

(n=2,566) 가운데 22.1 % (n=568), 그리고 지원 경험이 없는 비중이 77.9 % 

(n=1,998)이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전체 응답가구 가운데 79.3 % (n=2,035), 없는 경우가 20.7 % (n=531)

로 나타났다.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은 친가 부모인 남성응답자의 

부모와의 지원행위와 유사하게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일방향적 지원 패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적 혹은 한 쪽이라도 수혜 및 제공의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81.4 % (n=2,089)로 대다수가 지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중 서로 상호적 지원관계에 있는 경우가 20.0 % (n=514), 지원관계가 

아예 없는 경우가 18.6 % (n=477)이다. 

   이상의 한국 부모와 자녀 간 지원 빈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 혹은 자

녀 한쪽이라도 지원 경험이 있는 비중이 친가 그리고 처가 부모와의 지원 모

두 80 % 이상의 수준(친가 84.7%, 처가 81.4 %)으로 활발한 사적이전소득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 지원을 하고 있는 비중이 친가인 경우 전체 응답

가구 가운데 21.1 %, 처가 부모와의 지원이 20.0 %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 아예 지원 경험 없는 경우가 친가 부모와의 지원 15.3 %보다 처가 부모와의 

지원 18.6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처가 부모보다 친가 부모와 자녀 간 지원

이 다소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일방향 패턴이 

가장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발한 지원 관계는 어떠한 행위동기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정보제공자들의 진술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 지원에 있어서 포

착된 특징 중 하나가 가족복지의 지원 범위가 넓은 지원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모-자녀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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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즉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배우자라는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까지 포함하는 수평적이고 확대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부양의 책임이 단독적이고 아들 의존적

인 경향에서 벗어나 넓은 협동연결망으로 행해지고 있다. 

   아래의 정보제공자(ㅇㅈㅁ, 여성, 67)의 경우, 인구학적 요건으로 인해 부

모부양의 책임을 형제자매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 오빠만 빼고 다른 형제들은 다 서울에 있어. 그래서 요일별로(요

양원에) 가. 무슨 요일엔 누가, 이런 식으로 찾아갔어. (중략) 근데 다

른 형제들한테 모시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 큰 오빠는 나이가 80이고.. 

그런 나이가 아니야~. 오히려 모심을 받을 나이인데. 다 나이가 많으

니까.” (ㅇㅈㅁ, 여성, 67)

    

   고령화로 인해 부모부양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모를 모시는 자녀 세대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령 자녀의 부모부양이 경제적, 신체적으

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은 부양의 의무를 

분담하고 서로가 협조하여 함께 수행하고 있다.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에서

도 형제자매 간의 협조적인 지원관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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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내가 세 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10남매를 키

우려다보니까 힘드니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뿔뿔이 돈을 벌러 집을 

나간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넷째가 같이 살려고 모신 거고. 그러고 

넷째가 모시다가 힘들어져서 다섯째가 모시고. 그러다 어머니 돌아가

시고. (중략) (어머니에게) 도움은 그렇게 많이 못 줬어요. 그 때는 남

편이 월급이 적었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만에도. 가서 몸으로 한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옆에 있어준 게 다인 것 같아.” 

(ㅈㅅㄱ, 여성, 56) 

   앞의 정보제공자(ㅈㅅㄱ, 여성, 56)의 경우, 두 아들이 친정어머니의 실질

적인 생활을 보살폈다. 정보제공자는 군산에 사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 서울에

서 두 달에 한 번 먼 길을 왕래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옆에서 돌보

며 감정적, 신체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정보제공자는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스스로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 속에서 

부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

적 관계에 있는 정보제공자의 가족 구성원에는 일반화된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 규범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배우

자 그리고 정보제공자의의 배우자라는 인족(姻族)을 기반으로 보다 넓은 협조

집단이 형성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 정보제공자(ㅈㅅㅇ, 여성, 54)의 배우자는 6남매 중 막내이다. 손위 형

제들은 성장하면서 일을 위해 분가했고, 어머니는 막내아들 양육을 위해 자연

스럽게 같이 살게 되었다. 8 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정보제공자는 동서지간

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장남을 위주

로 투자를 해온 부모를 장남을 모셔야 된다는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것이었

다. 막내 집에 사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집을 자주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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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어머니에게 경제적, 물질적인 자원을 지원했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녀들이) 자주 왔죠. 엄마가 인제 계시니

까. 이렇게 먹을 거는 항상 많이 가져왔죠. 좋은 거, 먹을 거. 사서 가

져 오고. 항상 그런 거는 특히 사위들이 잘했어요. 딸, 사위들이 귀한 

음식 같은 거. 어디 출장 갔다 오면 귀한 거 사오고. (중략) (생활비

는) 안 받고 어머니 용돈들은 드렸어요.” (ㅈㅅㅇ, 여성, 54)

   앞의 정보제공자(ㅈㅅㅇ, 여성, 54)의 진술은 자식, 자녀만이 아닌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도 집을 익숙하게 자주 드나들고 어머니를 위해 평소에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었음 나타낸다. 이러한 협조적인 관계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도 지속적으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게 한다. 그들은 일 년에 너댓 번 넘게 

만나며, 바로 위의 형님과는 이틀에 한 번 전화할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고 한

다. 

   이러한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의 생

계를 부담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행위는 모든 자녀가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범적 행위가 한국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

어지는 활발한 지원 빈도를 나타내는 메커니즘으로 적용되어 자녀들 간에 부

모를 지원하는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4-3.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금액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행위가 과연 복지로서

의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 사적이전소득은 주어지는 자원이 

현금이라는 점에서 가구의 가계와 직접적 연관을 지닌다. 그러므로 현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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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제공하는 가족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인 반면에 수혜 받는 가족

에게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군으로 생계를 돕는 자원이 된다. 따라서  

지원되는 자원의 금액을 파악함으로서 가족복지의 기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경험에서 수혜 

및 제공 경험이‘있다’라고 응답한 응답가구의 실제 지원 금액을 파악하고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금액과의 대비율을 추출하여 지원되는 자원 크기의 

비중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 <표 4-5>는 사적이전소득의 평균 금액과 이에 

따른 가족복지 기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5. 한국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

남성응답자의 부모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부모→자녀 자녀→부모 부모→자녀 자녀→부모

(n) (517) (1,841) (568) (2,035)

평균 금액 346.38 174.92 187.46 103.42

[표준편차] [1,141.49] [276.06] [594.72] [127.91]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41) 대비 
지원 평균 금액

8.64 4.36 4.67 2.58

금액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부모 ⇨ 자녀 (2.0 배) 부모 ⇨ 자녀 (1.8 배)

1 달러: 1,091.30 원, 119.47 엔 (2015. 5. 7. 기준)

주 1) 남성응답자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지원 금액 최소값: 5.00, 최대값: 15000.00 

   2) 자녀로부터 남성응답자 부모에게 제공한 지원 금액 최소값: 5.00, 최대값: 7200.00

   3)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 최소값: 4.00, 최대값: 10000.00

   4) 자녀로부터 가구주의 배우자 보무를 향한 지원 금액 최소값: 5.00, 최대값: 1300.00 

41) 본 분석 대상자인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성 가구주의 가구당 연간 총 근로소득의 평

균금액은 4010.72 만 원이다. 이것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된 2011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의 근로자가구) 월 근로소득 3,612,783 원을 12 개월로 곱한 연간 근

로소득 43,353,396 원보다 적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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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남성응답자 부모로부터 받은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46 만 원,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과의 대비율이 8.64 %이다. 반면에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이 약 175 만 원이며, 4.36 %의 가구당 연간 근로소

득 대비율을 보인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자녀로부터 부모

를 향한 지원 금액보다 약 172 만 원 많으며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인다. 부모

의 경제적 부담이 자녀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부

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평균 지원 금액이 약 187 만 원이며 근로소득과의 대비

율은 4.67 %, 이에 반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평균 지원 금액이 약 103 만 

원, 근로소득 대비율이 2.58 % 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 제공 금액의 크

기는 1.8 배의 차이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

한 금액보다 약 84 만 원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성응답자 배우자의 부모

와 자녀 간 지원에 있어서 친가 부모와의 지원과 동일하게 부모의 존재가 복

지 기능으로 큰 것이 확인이 되었다.

   여기서 남성응답자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 양상을 

비교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남성응답자의 부모인 친

가와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인 처가의 양가 부모 모두 자녀보다 큰 금액을 

제공하는 가운데 처가 부모보다 친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양가 부모 간 평균 지원 금액은 약 1.9 배의 차이를 보인다. 

동일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을 보아서도 자녀가 처가 부모에게 지

원한 금액보다 친가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이 역시 1.7 배 정도 많다. 

   특히 남성응답자의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원이 목돈이라는 비교적 

큰 액수로 지원되었다. 남성응답자의 부모가 지원한 금액 가운데 5,000 만 원 

이상을 지원한 케이스가 전체 응답가구 가운데 총 9 케이스, 그 중에서 1 억

을 넘은 케이스가 2 케이스였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가 자녀를 지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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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이 5,000 만 원 이상 케이스는 2 케이스에 머물렀다. 남성응답자의 

부모의 존재가 가족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성 응답자의 부모 즉 친가 부모가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 즉 처가 

부모 보다 지원의 제공 및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여전히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

적인 부모 자녀 간 가족관계가 우세함을 뜻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낮지 않은 

빈도와 금액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제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양계화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원 상대에 따른 지원

의 동기에 차이를 보임을 시사한다. 즉 남성응답자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은 

전통과 규범이 내재된 보다 규범적이고 형식적인 동기가 작동 되는 반면, 처

가인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행위는 보다 정서적이고 이타적인 측면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들은 이러한 친가와 처가 부모와 자녀 간에서 일어

나는 가족복지의 양계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정보제공자(ㅇㄱㄱ, 남성, 52)의 경우 양가 부모에게 사적이전소득 제공경

험이 있다. 본인의 부모에게는 월 120 만 원 지원을 하고 배우자 부모님에게 

매달 30 만 원씩 보내고 있다.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정을 봐

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원 금액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지원하는 크기와 

차이를 보인다. 주기적인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외에도 명절 때를 비롯하여 처

갓집에 일 년에 4 번은 꼭 찾아가고 장인어른 생신에는 같이 저녁을 먹는 것

이 한국의 풍습이라고 한다.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배우자 부모에게도 공

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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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설날, 장인장모 생신 이렇게 네 번. 이거는 꼭 가야되는 의무적

인 것. (중략) 만약에 한 시간 거리에 장인장모 사신다.. 그거 안 가면 

욕먹어요. 안 가면 괘씸하다고 그러지. 그래서 저녁은 먹어요. 그게 한

국사회의 관습이야.” (ㅇㄱㄱ, 남성. 52)

   한 정보제공자(ㄱㅇㅅ, 여성, 66)의 아들은 2 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온

다. 한 주는 처갓집, 한 주는 본인의 집으로 왕래를 하며 사적이전소득도 처

갓집에 똑같이 매달 20 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제공자는 자녀에게 부

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양가 부모에게 평등하게 가지라고 부여한다. 

“나는 항상 그러잖아. 똑~같이 해라. 니 집이라고 해서 저거하지 말고 

처갓집이나 니집이나 똑같이 해라. 뭘 할 때는.” (ㄱㅇㅅ, 여성, 66)

   

   한 여성 정보제공자(ㅈㅅㅇ, 여성, 51)의 경우 외동아들인 남편의 부모님

을 오랫동안 모신 경험이 있다. 시부모님과의 생활은 시행착오의 반복이며 시

집살이를 ‘빡시게’ 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며느리로서 헌신을 다하여 시

부모를 돌본 경험이 본인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더 걷음이 나중에 힘들어지면 뭐 그 때 가서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

을까. 그거는 애들 아빠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내가 엄마, 아버지 다 

모셨으니까 ‘당연히 장모님도 우리가 해야 된다’, 당연히 그거는.” (ㅇ

ㅇㅈ, 여성, 51)

   

   이러한 모습들은 가부장제도 아래 부계 중심적 가족문화와 다른 현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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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전통적 가족제도에 변화가 일어나 부양 범위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양가 부모까지 확대되어 그것이 자녀 간에 공동책임으로 강조

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정보제공자(ㅇㄱㄱ, 남성, 52)의 

진술은 이러한 양계화 과정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원인과 그 양상을 잘 나타내

고 있다. 

“(가족이) 모이는 것도 문화가 바뀌었어요. 아들 쪽에 모이는 것이 아

니라. 친정 쪽에 모인다고. (중략) 제일 중요한 게 살림을...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살림을 잘 못하다보니까 딸이 엄마한

테 가서 살림을 배워야 되거든. 김치 담는 법, 빨래하는 법, 이불 말

리는 법, 요리하는 법 등을 배우려면 엄마 집에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위는 어떡해. 자기 하자는 대로 하게 하면서 장모님 

옆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딸 근처로 많이 모여 

살아요. 며느리가 시집 쪽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된다는 거예

요. 우리 잠실에 아파트도 어머니가 옆 동에 사는 집도 많아. 애들도 

수시로 와서 봐주고. 세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지금. (부모

님)모시는 거는 아들이 이제 모시겠지만, 그렇다고 딸이 모신다는 것

이 아니라 근처에 살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는 거지. 아직도 아들

하고 같이 사는 집도 꽤 있긴 한데, 딸하고 같이 사는 집보다는 아들

하고 같이 사는 집이 많죠. 근데 떨어져 나와 살 때는 이제 친정 쪽에 

모여서 산다는 거지. 아직도 아들이 모시는 집이 많지. 딸보다는.” (ㅇ

ㄱㄱ, 남성)

   위의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사회의 변동과 함께 현실적 생활 패턴에 따라 

거주형태가 달라지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 지원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딸의 입장이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양

의 역할은 여전히 아들에게 있다는 부계중심적인 가족제도를 보이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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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딸이 친정부모와 가까이에 사는 거주형태는 부모와 딸 사이의 지원관계를 

보다 활성화 시키며 서로가 복지 지원의 기능을 하게끔 만든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윗세대인 노부모에게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사

고방식과 행위원리에 작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아랫세대에는 전통적 

가치체계와 함께 양계화 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

술을 통해서 전통적 가치체계와 현대의 현실적 요건이 중첩되어 현대적 가족

가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변동 속에서도 가족의 존재는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노년기에 지원되는 도움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 복지인 사회

복지제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노후의 생활을 지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

준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가장 직접적인 보호 장치로서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진술들은 노후의 생활보장을 가족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죠. (연금이) 안 나올 때죠. 그 때 어머님이 공무원이면 나왔겠지

만 장사를 했으니까 안 나왔죠. 어머님도 집을 사셔가지고 집에서 렌

트비가 나왔어요. 그걸로 사셨어요. 자식들 용돈 조금씩 주고.” (ㅇㅇ

ㄹ, 여성, 62)

정보제공자(ㅇㅇㄹ, 여성, 62)의 시어머니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의 

경제적 수입은 부동산 임대와 자녀들이 지원하는 경제적 자원이었다. 정보제

공자는 한 달에 20 만 원씩 사적이전을 하고 있었으며, 자녀들도 용돈으로 어

머니 생계에 보태고 있었다. 또 다른 정보제공자(ㅇㄱㄱ, 남성, 52)의 경우

는, 현재 어머니 연금이 약 10 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성(ㅇㅇ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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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의 어머니는 약 20 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금 급여 금액은 생

활을 지탱하는 데에 절대 충분한 액수가 아니었음으로 두 정보제공자들은 어

머니에게 매달 100 만 원 넘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노부모의 돌

봄에는 병원비와 같이 부가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

한 노부모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은 자녀들의 몫이고, 그것은 과거에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 진술

은 자식을 위해 당신의 삶을 희생한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당연히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관계는 오랜 기간

에 걸쳐 유지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최대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애들 아빠한테나 올인 했으니

까, 그래도 부모님이 애들 아빠 공부시키는 것, 막 이런 것 희생을 하

셨으니까 그 부분(요양시설, 병원비)은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당연

히 그냥, 그냥 생각을 했던 거지. 돈이 있어서 한 거는 아냐.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은 큰 지출이거든. 그런데도 그냥 하겠다 

하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다 한 거지. (중략) 비용은 좀 많이 들지.  

어머니 때는 쫌 많이 들었죠. 웬만한 가정에서는 하기는 힘들었죠. 그 

때는 혜택이(별로 없어서). 병원비가 한 달에 한 230 만 원 정도.” (ㅇ

ㅇㅈ, 여성, 51) 

   

   또 아래 정보제공자는 아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며, 앞으로 

70 세까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스넥코너 정도는 운영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 자녀들로부터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용돈을 받지만 주기적인 지원은 받

지 않는다 한다. 그러나 정보제공자는 경제적으로 뚜렷한 노후 대책은 없다고 

하였다. 노후를 위해 연금이나 보험도 들지 않았다. 이 정보제공자의 노후 생

활보장은 바로 자녀들인 것이다. 자녀들을 키울 때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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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려고 하였고 좋은 것을, 더 비싼 것으로 모두 해줬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뒷바라지는 미래를 향한 자신의 노후 부양을 바라게 한다.

“애들 교육하고 할 때는 니들이 우리를 부양해야 된다고 세뇌를 시켰

는데. 세뇌 시켰어, 진짜로.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니들한테 투자한다

라는. 노후 대책을 안 하고 거기를 너희들한테 투자한다고 세뇌를 시

켰지. 당연히 나이가 들으면 좀 받을 것을, 생활비 받아가면서 살 것

이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 (중략) 왠만큼의 생활, 보통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당

당하게 받아요. (중략) 뒷바라지 하는 거는 정말 내가 다 했기 때문

에. 애들도 그만큼 잘하니까. 교육하고 이리이리 하는 데에는 정말 

딱 나는 해줘. 그러기 때문에 해야 돼.” (ㅊㄱㅅ, 여성, 60)

이러한 자녀 의존적인 경향이 단지 경제적인 변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한 여성 정보제공자(ㅇㅇㄹ, 여성, 62)의 경우, 노후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보제공자의 노후 대책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연

금과 집세다. 현재 연금 200 만 원과 집세 400 만 원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조건이 빠듯하지 않은 생활을 보내고 있고 노후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녀들에게 노후 부양의 의무를 부여한다. 아래 진술(ㅇㅇㄹ, 여성, 6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부양은 부모가 과거에 자녀를 뒷바라지 한 은혜와 감사에 

대한 보답인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자녀가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지원군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향한 지원은 경제적인 조건만이 아닌 도덕적 규

범으로서 행해져야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아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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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가 그랬지. 너네한테 그만큼 가르치고 투자해놨으니까 내가 많

이 아파서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이제 돈이 다 없어질 때 너희가 병원

비는 다 내라... 그 얘기는 해요.” (ㅇㅇㄹ, 여성, 62)

   정보제공자들에게 만약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간병이나 수발과 같은 도움

이 필요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례는 한 사례(ㅊㄱㅅ, 여성, 60)였으며, 나머지 10 

사례는 배우자, 요양병원, 혹은 가정봉사원과 같은 서비스를 받겠다고 답하였

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이고 본인 때문에 며느리와 

자녀 부부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 자녀와

의 동거의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정보제공자가 없다고 대답하

였으나, 가까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 세대와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되 가까이 두고 싶은 심정들을 나타냈다. 이러한 진술들

은 노후에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감정과 지속적인 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4. 소결

   

   본 장에서 한국의 비공식 복지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자녀 간 사적

이전소득의 방향성, 빈도, 그리고 지원 자원의 크기를 통해 가족복지의 기능

을 분석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이 있는 응답가구 가운데 가족복지 

방향성을 살펴보면, 아랫세대로부터 윗세대를 향한 지원 방향성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원 경험의 빈도로 검증한 활성도는 남성가구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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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경험이 있는 응답가구가 전

체 응답가구 가운데 약 80 % 가량의 비중을 보이며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

소득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복지

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적이전소득 금액의 크기를 지표로 검증한 결과,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사적이전소득 금액에 비해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복지 기능이 큰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친족관계에 따른 복지 기능에 있어 배우자의 부모보다 남성가구주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양상에도 동일하게 남성가구주의 부모에게 보다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량적 방법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부

모와 자녀 간 지원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행위동기와 가족문화를 확인했다. 파

악한 정보제공자들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은 모두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

한, 즉 아랫세대로부터 윗세대를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노부모의 생계 책임은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장남이나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

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남, 아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존

재하고, 그것은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장남, 아들이 아닌 

다른 자녀의 경우 실질적인 돌봄의 의무와 책임에서는 벗어나지만, 감정적, 

신체적인 지원, 때로는 경제적 지원을 평소에 빈번히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었

으며 부모를 향한 지원의 의무는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

었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동기로 크게 작용한 것이 바로 사상적 가치체계, 즉 

‘효’사상이다. 부모를 향한 효 행위와 이에 따른 부모부양의 의무와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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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를 향한 지원을 행하게 한다. 이와 같은 도덕적 규범의 

공유가 보다 확정적이고 넓은 지원 연결망을 형성하게 하여 가족 구성원이 강

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협조공동체로 상호 활발한 지원관계를 구축하고 있었

다. 

   물론 이러한 가족의존적인 양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정보제공자의 진술에서 노후 지

원군으로서 자녀의 복지 역할이 큰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가족

복지의 제공 역할은 단순히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며 세대 간의 가치,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 노부모 세대 그리고 정보제공자들의 중

년 세대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화적 관습에 해당했다. 그러한 사상적인 가치

체계와 도덕적 규범의 공유가 넓은 지원 연결망을 형성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상의 한국 부모와 자녀 간 가족복지의 양상에서 보인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한국의 사적이전소득 양상과 가족복지 특성

빈도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자녀  ⇨  부모 

남성응답자의 부모 ≒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금액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부모  ⇨  자녀

남성응답자의 부모 >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행위동기 전통적 가족문화, 도덕적 규범, 현실주의적 조건 

확대적, 넓은 지원 연결망 가족복지 지원 연결망

가족복지의 역할 주기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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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가족복지 양상과 실태: 사적이전소득을 중

심으로 

   2장의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일본의 주관적인 가족 인지가 윗사람보다 아

랫사람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가족구성원을 인지

하는데 적용되는 변수가 가족 제도적 측면보다는 실제 생활을 기반으로 한 보

다 현실주의적 조건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관적 가족 관계가 

그들이 평소에 주고받는 가족복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본의 가족 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가족복지를 한국과 동일하게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소득을 지표로 가족복지의 실태와 이에 

따른 복지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도록 한다. 아울러 이러한 가족복지의 행위가 

어떠한 상호지원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접조사에서 수집한 정보제

공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5-1.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방향성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관계가 어떠한 형태의 가족복지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아래 <표 5-1>은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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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일본의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험 유무에 따른 가족복지의 방향성  

                                                           (단위: 명, %) 

남성 응답자의 부모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

전체 823 (100.0) 823 (100.0)

빈
도

있음 N (%) 45 (5.5) 38 (4.6) 57 (6.9) 31 (3.8)

없음 N (%) 778 (94.5) 785 (95.4) 766 (93.1) 792 (96.2)

빈도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자녀 ≒ 부모 (0.8배)    자녀 ≒ 부모 (0.5배)

   

   우선 남성응답자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을 검증한 결과 부모로부터 사

적이전소득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n=823) 가운데 5.5 % 

(n=45)이며, 수혜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94.5 % (n=778)으로 대다수의 응답자

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사적이전소득 제공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 % (n=38),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95.4 % (n=785)로 

나타나 거의 모든 응답자가 제공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n=823) 가운데 6.9 % (n=57),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3.1 % (n=766)이

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 % (n=31), 없다

고 응답한 경우가 96.2 % (n=792)로 나타났다. 처가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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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있어서도 친가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 지원과 동일하게 부모에게 지원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극소수이며, 거의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적 지원의 수

혜 및 제공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수치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한다. 그

러한 지원의 빈도를 살펴보면 친가 혹은 처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부모가 자

녀에게 지원하는 빈도가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빈도보다 다소 많다. 친가 

부모에 대한 지원의 경우 ‘부모→자녀’방향의 빈도가 45인데 반해, ‘자녀

→부모’방향의 빈도는 38로, 앞서 4장의 한국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비율

을 구하면 약 0.8배의 차이를 보인다. 처가 부모에 대한 지원의 경우 역시 

‘부모→자녀’방향의 빈도는 57인데 반해, ‘자녀→부모’방향의 빈도는 31

로 두 행위자 간의 차이는 약 0.5 배에 불과하다. 일본의 가족복지 방향은 부

모로부터 자녀로 향하는 빈도가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하는 빈도보다 상대적으

로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적으로 가족이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군으로서의 복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량적 분석결

과에서 확인한대로 실제 가족구성원들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

가. 가족의 존재는 더 이상 복지 제공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를 알

아보기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가족의 복지 현실과 

그들의 복지 역할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 5-2>는 일본의 정보제공자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수

혜 및 제공 경험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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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일본 정보제공자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여부

사례 이름*
자녀와의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험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     

수헤 및 제공 경험

1 하야세 × ×

2 가네코 자녀   ⇒   본인 -

3 타나카 × ×

4 오오노 × ×

5 후지미 자녀   ⇒   본인 ×

6 야마다 × ×

7 노무라 × ×

8 세가와 × 본인   ⇒   부모

9 마사키 × ×

10 사이가 자녀  ⇐  본인       본인   ⇒  배우자 부모

11 후카와 × ×

* 정보제공자의 성을 가명으로 제기하였음

   일본 정보제공자 중 자녀와 정보제공자 간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

험이 있는 사례는 총 3 사례(사례 2, 사례 5, 사례 10)이다. 이 중 자녀로부

터 수혜 경험이 있는 사례는 사례2 와 사례 5이고, 반대로 정보제공자로부터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례는 사례 10이다.42)

   한편 정보제공자와 부모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두 

사례(사례 8과 사례 10)이다. 사례 8의 경우 본인의 부모에게, 사례 10은 배

우자의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일본 정보제공자의 가족복지 방향성을 살펴보면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42) 사례 4의 경우 자녀가 학생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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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지원이 4 사례,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하강방향을 보

이는 사례가 1 사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정보제공자들이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족들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윗세대인 시아버지에게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아버지는 현재 뇌경색 후유증으로 시설에 들어가 있다

고 한다. 시아버지가 살던 집은 현재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 등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정보제공자가 지불하고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도 주고 

있다. 하지만 사이가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아버지에게 매달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하는 이유는 부양의 의무 

그리고 과거에 같이 보낸 시간과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 등의 지원은 지금 하고 있죠. 시아버지 쪽도 공과금도 지금 

제가 내고 있고. 가면 생활비 주고. (중략) 부양의 의무, 그렇게 인식

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부양자로 들어가있으셔서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 딸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십 몇 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시아버지께도 신세를 졌

다는 인식도 있고.” (사이가, 여성, 61)

   이와 같은 사례는 정서적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제공자들이 아랫세대인 자녀들과 어떠한 지원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것일까.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들은 자녀로부터 정보제공자인 부

모에게 주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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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도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안하고 있고, 자녀들도 이쪽에 

(안하고 있어요). 나도 월급 받고 있고 연금도 있죠. 내 아내도 연금

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중략) 

어머니도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딸이 있죠, 같

이 사는. 집에 돈을 넣어주고 있어. 식비를 3 만 엔부터 5 만 엔 정도 

넣어주고 있는게 아닐까. 식비는 드니깐요. 그런 거는.” (가네코, 남

성, 68)

“첫 월급 때, 그런 뭐 생활비 이런 거는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이걸

로는 부족하겠지만 괜찮아요?” 라고 해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

머~!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주었던 거구나 하고. 그것은 

감사하게, 저의 어머니와 (해준 것과) 똑같이 (저금에) 넣어주고 있는

데.” (후지미, 여성, 60) 

    

   

   정보제공자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월급에서 얼마

씩 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도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장인이 되어 돈을 번

다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부모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는 상징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후지미, 여성, 60)의 경우, 현재 아들이 

정보제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정보제공자 역시 젊은 시절에 직

장인이 된 이후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렸던 경험이 있었다. 



- 85 -

“아니, 스스로 일을 해서 아직 독신 때 부모님이랑 같이요, 여동생들

과 생활해서 그 때 급여들을 어떻게 할까, 제 스스로의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도 보내라고 일체 안 했거든요. 보내라고 안

했는데 그 때, 비록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매달 월급을 받고서는 아무

것도 내지 않은 거는 이상하잖아? 아니, 뭐 스무살 넘고, 일단 직장인

이 되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도 일단 넣자고 해서 “어머님 이렇게 

매달 넣겠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그거를 돌려주고 그러시지 않았는데

요. “아, 정말? 그럼 받을께” 하고 불단 위에 올려 놓으시고. 그것이 

결국 결혼할 때 통장에 계속 쌓여있던 것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중략) 그래서 결혼했을 때 어머니가 “자기가 일해서 

매달 준 이것이 쭉 들어가 있으니” 하고 통장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후지미, 여성, 60)

    

   정보제공자의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받은 돈을 당신의 생활을 위해 쓰지 않

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제공한 지원이 결

국 자녀에게 주어지는 순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의 연령대

가 낮을수록, 독신일수록 발견할 수 있는 상호지원관계이다. 

   이러한 아랫세대로부터 윗세대를 향한 지원관계와 다르게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적 경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것은 자녀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지원

행위로 나타났다. 아래 정보제공자(노무라, 여성, 52)의 진술은 자녀에게 주

기적인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족복지

를 제공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아들이) 아직 그렇게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대신) 지불해주고 

있죠. (중략) 그리고 집세랑 공과금도 이쪽에서 지불해주고 있다고 할

까.. (아들이 사는)아파트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노무

라, 여성,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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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라(여성, 52)는 아들의 국민연금 보험비를 내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에서는 기본적으로 20 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국민

연금 제 1호 비보험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15,590 엔이다.43) 보험료를 납입

한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수혜 받는 수급액도 많아지므로, 정보제공자는 미리 

자녀의 노후 생활을 위한 보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34 세 

이하 남성 단신 근로자의 연 평균 공과금 지출금이 6,800 엔44)이므로 정보제

공자는 아들에게 한 달에 약 2 만 엔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집세까지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지원하고 있다. 이 정

보제공자의 아들에게는 부모는 절대적인 지원군인 것이다. 반면 아들은 아직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례의 부모-자녀 간 지원관계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일방향적 

지원방식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금전적 지원이 아

니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자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잘 묘사하

고 있다.

43) 일본연금기구 [최종검색일자: 2015. 09.22].

<http://www.nenkin.go.jp/service/kokunen/hokenryo/20150313-02.html>

44) 통계국, 가계조사 2014 “남녀, 연령계급별 1세대 당 1달간의 수입과 지출(단신세대)” 4 반기 

각 지출액에서 평균치 구함. 34세 이하의 남성 단신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315.974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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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리고 딸도 집의 론이 있어서 조금 보태주고 있죠.” (사이가, 

여성, 61)

“지금 딸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상태라서. 아들도 고령자들을 케

어하는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중략) 그런 회사를 얼마 전에 세웠는

데 지금은 아직 궤도에 올라탈까 말까 하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원

이라기 보다는 지금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 나중에 갚아준다고 

하는데 그건 또 모르죠.” (후카와, 여성, 63)

   위의 두 사례는 목돈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한 경우이다. 채

무부담이 큰 주택이나 사업장 마련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부모가 

그것을 대신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

기관에서 차입 시에 신용이 공여된다는 점과, 차입을 안 해도 부모의 재산으

로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것이 지원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존재는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복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이가(여성, 61)의 경우, 딸은 혼인 후 출가한 자녀이다. 그러나 딸

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투자금을 사이가에게서 지원받고 있

다. 이러한 친정 부모와의 관계는 평소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세대 간 소득의 이전은 부모가 자녀

에게 지원할 경우, 교육, 결혼비용, 주택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반면,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에 있어서는 특히 노령기의 부모를 

향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살핌과 같은 지원 중요성이 반영된다. 이러한 부모-

자녀 사이의 2 세대 간 지원이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손자녀 

세대 간에서 이어지는 3 세대 간 이전 패턴도 존재한다. 아래 정보제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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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손자녀에게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이쪽에서 사서 보내거나 (웃음). 그게 손자에게 

예쁜 것 있으면 보내주고 해요 (웃음).” (사이가, 여성, 61) 

“경제적 지원은 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손자녀에게는 돈이 많이 들죠. 

여행 갈 때는 다 이쪽에서 부담하고.” (마사키, 여성 69). 

   

   위의 두 진술에 따르면 멀리 사는 딸을 위해 물질적 자원을 보내주곤 한

다. 특히 손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정보제공자의 진술들은 3세대 간 경제적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손자 손녀를 

향한 지원은 자녀 세대에 있어서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연대를 강화하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그것이 손자녀를 위한 지원일지라도 간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앞의 정보제공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윗세대

부터 아랫세대를 향한 가족복지 방향성이 비교적 강한 양상과 지원 자원의 다

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5-2.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빈도

   그렇다면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행위가 평소에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 자녀 간 지

원 관계가 상호적인 대칭성을 보일 것인지 혹은 한 행위자의 일방적이고 비대

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한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남성응답자의 부모 그

리고 남성응답자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수혜 및 제공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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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대해서 각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 빈도를 계량적 방법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아래 <표 5-3>, <표 5-4>는 앞서 <표 5-1>에서 확인한 일본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유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남성응답자 부모 그

리고 배우자 부모와의 지원으로 각각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부모와 자녀 간 지원교환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성응답자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표 5-3> 분석

결과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표 5-3. 일본 남성응답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유무 

(단위: 명, %)

지원 경험 여부

N (%)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소득
계 ｘ²(p)

있음 없음

부모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있음 5 (0.6) 40 (4.9) 45 (5.5)
4.558*

(0.050)
없음 33 (4.0) 745 (90.5) 778 (94.5)

계 38 (4.6) 785 (95.4) 823 (100.0)

*p<.05

   

   전체 응답자(n=823) 가운데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중이 5.5 % (n=45), 없는 비중이 94.5% (n=778)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녀로

부터 부모에게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4.6% (n=38), 그리

고 없는 비중이 95.4 % (n=785)의 수준을 보인다. 남성응답자 부모와 자녀 간 

지원이 제공 및 수혜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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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지원행위가 상호 지원관계에 있는 응답이 0.6 % 

(n=5)로 아주 극소수이다. 상호적 혹은 한 쪽이라도 수혜 및 제공 경험이 있

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9.5 % (n=78)를 보이는 반면 지원 제공 및 수

혜의 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90.5 % (n=745)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대다

수가 주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남성응답자 배우자 부모와의 지원 경험은 어떠할까. 아래 <표 

5-4>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분석결과이다.

표 5-4. 일본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유무

(단위: 명, %)

지원 경험 여부

N (%)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소득 
계 ｘ²(p)

있음 없음

부모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있음 4 (0.5) 53 (6.4) 57 (6.9)
1.785

(0.161)
없음 27 (3.3) 739 (89.8) 766 (93.1)

계 31 (3.8) 792 (96.2) 823 (100.0)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n=823) 가운데 부모로부터 지원을 수혜

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6.9 % (n=57), 없는 경우가 93.1 % (n=766)로 나타났

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 % (n=31), 없다는 경우가 96.2 % (n=792)로 대다수 사람들이 경제적 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 패턴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지원이 

상호적 관계를 보이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0.5 % (n=4)로 지극히 극소

수를 보인다. 상호적 혹은 수혜 및 제공 경험이 한 쪽이라도 있는 경우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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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응답자 가운데 10.2 % (n=8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 지

원교환이 아예 없는 경우가 89.8 % (n=739)로 절대적으로 많다.  

   남성응답자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원 경험은 남성응답자 부모와

의 지원 경험 결과와 유사하게 세대 간 사적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 지원관계는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경제적 지원보다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지원이 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

으나, 그것으로 지원 방향성을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적은 

수치이지만 파악이 된 양상을 통해서 일본 가족복지는 부모의 존재가 지원을 

받는 수혜자 입장보다 지원을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으로 가족복지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이 결과를 친족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응답자의 부모인 친가 부모가 자

녀에게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5.5 %)에 비해 처가 부모가 제공한 

경험(6.9 %)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친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4.6 %)이 처가 부모

에게 지원한 경험(3.8 %)보다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가족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처가 부모가, 그리고 수혜 주체로서 친가의 부

모가 보다 많은 담당을 하고 있음이 관찰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부계 중심적인 경향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제

공 주체로서의 양가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경험 빈도에 높은 격차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경험 유무에 대한 분석결

과를 통해서 일본 부모-자녀 간에는 지원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포착되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사적이전소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가족의 복지 기능은 소멸한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정보제공자의 진술을 통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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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보제공자들의 진술 가운데 경제적 지원행위를 결정하는 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유산상속 수혜 여부였다. 일본 전통사회에서는 단독상속제도로 

장남 혹은 한 자녀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취해왔다(服部民

生, 2005: 15-17). 이러한 전통적 가치체계와 가족제도가 현대 가족제도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래 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즉, 유산상속자

는 부모의 재산, 가산을 상속받는 것과 더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지닌

다는 것이었다.

“(경제적 지원은) 안 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 상속 

때 나는 그거(상속) 전혀 못 받아서.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조카가 의사가 되었는데요, 그 때 조카에게다 다 (돈이) 들어

서.. 나는 아무것도 상속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라, 여성, 52) 

   노무라의 친정어머니는 아들인 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정보제공자의 

아버지 재산은 아들인 동생이 상속했다. 정보제공자는 재산상속을 받지 않은 

대신 부모에게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하였다. 상속을 받지 않은 자녀는 부모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채감이나 미안함과 같은 감정

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부모를 향

한 경제적 지원은 재산상속 수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른 정보제공자(오오노, 여성, 49)에 따르면, 상속자에게는 당연히 부모 

부양의 의무가 있고, 그것이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전

통 가족제도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그러한 가치체

계가 여전히 부모를 지원하는 행위방식에 적용되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정보

제공자 자신에게는 오빠가 한 명이 있고, 그 오빠가 친정어머니를 모시며 함

께 살고 있다. 그녀의 배우자는 장남이며 정보제공자는 장남의 며느리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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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이 부모님의 보살핌을 다 맡는

다는 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예컨대) 형제가 세 명 있으면, 대개 장

남이나 맨 위의 사람이 집을, 뭐.. 이른바 상속자로서 다 받는 대신에 

(부모님의) 보살핌도 다 보지. 그래서 (상속을) 받아 놓고, 예를 들어 

(부모님을) 시설에 맡기거나 하면 왠지.. 물론 시설에 맡기는 것도 돈

이 들지만 심정적으로 다른 형제는 돈 받아 놓고 뭔가 돌보지 않다고 

말 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중략)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자녀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님을 위해 

쓴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오오노, 여성, 49) 

   또 다른 정보제공자(사이가, 여성, 61)의 경우도 집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

히 장남이라는 전통적 가치체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거(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한 금전적 도움)는 이제 전부 오빠 부부

가. 시골이라서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것이죠. (중략) 그래서 오빠 부

부한테 전부 맡기고. 대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전부 유산상

속은 나도 언니도 전부 양도하고. 그래서 상속에 관한 것은 전부 오

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중략) 그거는 이제 장남의 의무라고 생각해

요 (웃음). 그 대신에 재산도 전부 다 이어받아주세요. 이런 것이죠.” 

(사이가, 여성, 61) 

   

   위의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상속을 받는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부모를 정성껏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이에(家)의 가산과 가업의 

계승은 물론이며,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계승하는 ‘역할의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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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의 계승을 받지 않은 다른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지원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용돈 같은 것은 가면 조금 주거나 하는데. 생활을 지원하거나 그렇

게 확실히는 돈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본인도 오래 일을 하셨었고. 

저기.. 연금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본인도 별로 아직 나에게 거

기까지는 기대지 않고 몸도 아직 문제가 없는 상태라서 특별한 것은 

하지 않아요.” (오오노, 여성, 49)

  

   위의 정보제공자(오오노, 여성, 49)의 어머니는 저금과 연금으로 본인의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본인들에게 의존하지 않다는 이

유로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부모를 향한 경제적 지

원은 도덕적 규범을 기반으로 한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실제 부모

님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유동적인 행위방

식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연금이 있어서요. 나머지는 저금으로. 그리고 주식을 

하고 계셔서 그 배당금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 배당금과 

연금으로 변통하면서 생활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주는 지원

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가 큰 이벤트, 집을 세웠다거나 

그럴 경우가 없는 한 적금은 안 써서 적금이 줄지 않는대요. 근데 그 

저금이라는 거는 노후 시설, 시설이라는 거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

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만일, 그렇게 된 경우, 자녀에게 내달라는 

것도 역시.. 뭐랄까.. 주눅이 든다고 하나.. 나도 평소에(자녀들에게) 

말하죠. 경제적으로는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고.” (야마다, 여성,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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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정보제공자는 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적이전소득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노후 대책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혼자 경제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

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자 어머니의 인식 속에는 노후에 자녀에게 

신세를 끼치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의 생활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후 생

활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인식은 정보제공자 본인의 진술에도 묘사되

어 있는 것처럼, 노후의 경제생활은 연금이라는 공적 사회복지에 의존함과 동

시에 독립적 가계를 변통하려는 가족 비 의존적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자들의 진술들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사적이전소득 지원 여부

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역할의 계승’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와 어떠한 상호관계

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상속자가 아닌 자녀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부모와 지원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가끔 두 달에 한, 두 번 가서 집을 살펴보고. 그야말로 방 상태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가면 보죠. 또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이렇

게 큰 쇼핑에 같이 데리고 가주거나. 역시 이렇게 이야기 상대가 없

으면 외로운 것 같아서 근처에 같이 나갔다오거나 그런 것으로. 용돈 

같은 것은 가면 조금 주거나 하는데 생활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확실

히 돈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오노, 여성,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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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파트를 산 곳에 어머니도 살고 계세요. 우리는 두 남매라

서, 그럼 부모에 대한 보살핌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해서. 그리고 나는 비교적 가까이에 있어서, 역시 어머니는 여자에

게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딸에게 밖에 못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걸

로 소프트 측면? 요컨대 음.. 뭔가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상태

가 되어주는 쪽을 담당하고, 동생이 그 금전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아

버지 쪽에 드는 돈과 어머니의 생활비, 뭐.. 연금도 있는데도 그걸로 

보살펴주고 있다고 할까. 완전 역할분담. 확실히 그것은 남매끼리 이

야기해서 타협이 성립된 것이라서 (웃음).” (타나카, 여성, 54) 

   일본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 상속을 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에 부모를 지원하는 자원의 종류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혹은 신체적 방법

으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 타나카(여

성, 54)의 경우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고, 평소에 어머니와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금전

적 도움을 주지 않아도 부녀 간 상호관계는 의존적이고 탄탄한 것으로 관찰된

다. 그러나 부모를 직접 보살피지 못해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생에 대한 미안

한 마음에 1 년에 1, 2 회 어머님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한다. 

   도덕적 규범을 기반으로 부모를 향해 이루어지는 지원 행위는 재산상속을 

받는 자녀는 경제적 측면을, 그렇지 않은 자녀는 정서적, 신체적 지원을 중심

으로 가족복지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주기적으로 사적이

전소득을 주고받는 것은 한정된 것이고, 부모와 한 자녀 사이라는 수직적인 

지원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이고 수직적인 가족복지 지원망이 

사적이전소득의 낮은 활성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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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금액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이 어느 정도 복지로서의 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

데 수혜 및 제공한 사적이전소득의 평균 금액을 지표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

래 <표 5-5>는 남성응답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각각과 자녀가 주고받은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금액과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5. 일본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금액       

                      (단위: 만 엔, %)

남성응답자의 부모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부모→자녀 자녀→부모 부모→자녀 자녀→부모

(n) (45) (38) (57) (31)

평균 지원 금액 52.40 45.92 45.42 31.97

[표준평차] [78.29] [50.15] [158.43] [42.70]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45) 대비 
지원 평균 금액

10.01 8.77 8.67 6.10

금액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부모 ≒ 자녀 (1.1 배)  부모 ≒ 자녀 (1.4 배) 

                 1 달러: 1091.30 원, 119.47 엔 (2015.5.7. 기준)

주 1) 남성응답자의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지원 금액 최소값: 1.00. 최대값: 300.00

   2) 자녀로부터 남성응답자의 부모에게 드린 지원 금액 최소값: 2.00, 최대값: 200.00

   3)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 최소값: 1.00, 최대값: 1200.00  

45) 본 분석 대상인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성 가구주의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액은  

5,236,388엔이다. 이것은 가구 구성원 전체 근로소득과 사업수입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따

라서 일본 총무성 통계국(總務省統計局)에서 조사한 2011년 가구당 월 근로소득(2인 이상의 

근로자가구)에서 평균금액을 구한 473,115 엔을 12 개월로 곱한 연간 근로소득5,677,380엔과 

근접한 수치이다.(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 [최종검색일: 2016.4.28]

   <http://www.e-stat.go.jp/SG1/toukeidb/GH07010201Forw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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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녀로부터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보무를 향한 지원 금액 최소값: 2.00, 최대값: 200.00 

   

   우선 남성응답자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교환은 한 해 동안 부모로부터 받

은 사적이전소득의 연간 평균 금액이 약 52 만 엔이며, 가구당 연간 평균 근

로소득과의 대비율은 10.01 % 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평균 지원 금액은 약 46 만 엔이며, 8.77 % 의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과의 

대비율을 보인다. 평균 수혜금액과 제공금액 차이는 약 6 만 엔이며, 가구당 

연간 평균 근로소득과의 대비율은 1.24 % 로 부모의 자원 부담률이 자녀에 비

해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간 지원교환을 살펴보면 부모로부

터 수혜한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이 약 45 만 엔이며, 근로소득과의 대비율이 

8.67 % 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경제적 지원 평균 금액은 

약 32 만 엔이며, 6.10 % 의 근로소득 대비율을 보인다. 

   남성응답자의 부모와 남성응답자 배우자의 부모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자

녀→부모’ 방향보다 ‘부모→자녀’ 방향의 경우가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친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가는 금액은 52 만 엔으로 자녀로부터 부모로 

올라가는 금액인 46 만 엔보다 약 1.1 배 많고 처가의 경우 또한 내려가는 금

액 45 만 엔이 올라가는 금액 32 만 엔보다 약 1.4 배 많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양가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원 금

액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 부모와 자녀 간 지원관계가 상대적으로 상호 대칭적

인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배우자의 부모보다 남성응답자부모가 더 높고,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사적

이전소득의 금액도 동일하게 남성응답자 부모를 향한 지원 금액이 배우자의 

부모를 향한 지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교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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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응답자의 부모 즉, 친가 부모와의 지원 교환의 수혜 및 제공의 두 행위에

서 보다 큰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비중에 큰 격

차가 나타나지 않았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관계는 비교적 대칭적 관계이

고, 친가와 차가 간 복지 기능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양계화 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보제공자들은 어떠한 지원관계를 통해서 복지 기능을 담당하

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지원동기로 인해 주어지고 있는 것일

까.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들은 일본의 가족복지 기능의 양계화 된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친정어머니와 딸의 정서적 거리감과 가족

복지의 제공 여부가 수혜자의 복지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다. 

“딸이랑.. 딸은 손자도 있고 해서 뭐 있으면 역시 그..남편 쪽의 부모

님한테 부탁하기 어려운지 여러모로 이야기하고 오죠.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 측면이나 그런 거는 아직 집을 세운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서 

(지원을 안 해요). 손자가 유치원에 입원했습니다, 발표회가 있습니

다, 그럴 때는, 축하(금전적 선물)로 뭐 해주거나 그럴 때는 있어요” 

(후지미, 여성, 60).

   위의 한 여성(후지미, 여성, 60)의 진술은 딸과 평소에 밀접한 지원관계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부탁이나 상의를 드리는 상대로서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고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시댁 어머니와

의 거리감이 보다 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자원의 복지를 

제공할 경우 행위자 간의 관계가 보다 강한 연대를 지녀야 하며, 그것은 오

랫동안의 상호교환행위를 통해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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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계는 언제나 지원군으로서 다양한 자원의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하야세, 여성, 69)도 친정어머니에게 평

소에 물질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원되는 자원은 다양한 종

류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보내주죠). 아무래도 그거 말고는, 타시로씨네

에서 파는 김이 아니면 손자가 안 먹는다고 해서. 손자가, 손자가 (웃

음). (중략) 손자에게는 장난감 같은 거는 아버지가 사주고 있는 것 같

아서 나는 그런 것보다 옷을 만들어주고나 하죠.”(하야세, 여성. 69) 

   이러한 친정어머니와 딸과의 지원관계와 달리 시댁 부모와 며느리 간 상호

지원관계에 대해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을 통해서 살펴보자. 아래 정보제공

자는 시어머니를 35 년 가까이 모시고 함께 살았으며, 시어머니의 건강에 문

제가 생긴 경우에도 집에서 정보제공자가 직접 수발을 모두 담당하였다. 그러

한 생활은 시어머니가 92 세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정보제공

자가 시어머니에게 제공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복지는 ‘며느리’ 라는 입

장, 그리고 이에 따른 역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느꼈던 데에 비롯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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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서 침대에서도 안 일어나시니까, “어머님, 

아침인데 거실로 나가요”, 이러면 “싫다, 싫어” 이러셔서 거의 억지로 

잠옷에서 기모노로 갈아입혀드리고 거실로 데리고 가고. 우유나 과일 

같은 거라도 먹여드리고.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일주일에 2, 3 번은 

꼭 가셨던 분이 안 가게 되어서 안 되겠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매일 특별한 일도 없는데도 근처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데리

고 갔죠. 그런 생활이 반년이나 지속되었죠. (생략) 저는 30 여년 같

이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재택 간호로 산소

까지 달고 있을 때도 제가 직접 목욕도 다 시켜드리고 했었거든요. 

그게 힘들다거나 그런 식으로 느끼지는 않았어요. 일단 제의 입장에

서는 어떻게든 해야겠다, 목숨 걸고라도 해야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

지였죠. 딸의 입장으로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죠. 

눈물을 낼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마사키, 여성, 69)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역할을 준수하는 규범적 가

치체계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자가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의 

애정과 정서적 유대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정보제공자는 어디 쇼핑이라도 

가면 항상 본인보다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살폈고, 시어머니 것만 사올 

때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정보제공자가 간호하는 

모습과 시어머니를 대하는 행위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달리 정보제공자 딸의 시아버지는 시설에 들

어가게 되었다. 시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딸 대신에 사위에게 미안함을 표현하

면서도 딸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모습에서 전통적 규범과 현실적 상황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보제공자는 며느리라는 입장과 

역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그러한 현상이 어쩔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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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딸이 시집 간 집의 아버지가 이번 달 11일에 쓰러지셔서 시설에 들

어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보살펴드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건강상 모

시기 힘들어져서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지만 그런 곳을 

골라서. 근데 사위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시설에 들어갔다고 했

을 때 저는 딸이, 이번에는 딸이 며느리인데 미안하다고. “원래는 우

리 딸이 시아버지를 보살펴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아이도 아직 어리

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4 살과 7 살이라서 수발해드릴 상황이 안 되

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붕괴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미안하다” 고 사과

를 했죠. 역시 나는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다음 

차세대에게 내가 해온 것이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역시 가정환경도 

변화고 생활환경도 지금까지 거치고 온 과정도 다르니까. 그래서 세

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바뀌어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느끼

죠.” (마사키, 여성, 69)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에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세대 별로 노부모를 부양하

는 것에 대한 생각과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자

들에게 노후에 자녀와 동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1 사례 중 한 사례만이 동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 한 사례도 본인 사

망 이후 혼자 남겨질 아내를 위해서 자녀가 동거를 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정

보제공자들이 바라는 이상적 거주형태는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되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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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의 동거 의향)없어. 싫어, 싫어요. 뭐 남편이 죽고 나 혼자가 

되서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모를까 그 외 상황에서는 없을 

거예요. 만약 아들이 결혼하고 있으면 동거는 있을 수 없죠.. 같이 살

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도 신경 쓰이고. 서로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같이 살자고 하면 생각은 해보겠지만. 근데 굳이 같이 안 살아도. 가

까운 데, 옆집 정도? 국이 식지 않은 정도의 거리가 좋죠. 안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부터 같이 삽시다’. 이거는.. 동거는 없

어.” (노무라, 여성, 52)  

  이상과 같은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은 일본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관계

가 복지 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가 부모의 존재

는 고민이나 사소한 상의나 부탁을 청할 수 있는 정서적 복지 지원군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서적 연대를 통해서 느슨한 교환

패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지원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친가 부모와 자

녀들 간 지원 방식과 부양 의무에 대한 견해는 전통적 가치체계와 현실적인 

요건이 혼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4. 소결

   이상과 같은 일본의 사적소득이전 양상에서 드러난 가족복지의 특성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량적 분석결과에서 가족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사적이전소득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상을 통해서 일본의 가족복지 방향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원 경험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

으며, 지원 금액으로 본 복지 기능에 관해서는 비교적 대칭적 관계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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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더불어 친가 부모와 처가 부모 또한 상대적으로 대등한 지원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을 통해 양계화 된 가족관계를 엿볼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 지표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은 일본의 가족복지가 활발하지 

않음을 나타내지만,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

로 상호지원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부모와 정보제공자 간 지원관계에 있어 사적이전소득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전통적 재산상속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진술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을 받게 된 자녀가 부모의 노

후생활에 관한 모든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을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었으며, 형제자매 간 부모부양에 대한 역할분담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었다. 

한편 상속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와 주기적인 사적이전소득을 주고받지 

않으나 용돈이라는 형식으로 작은 금액을 제공하거나 감정적, 신체적인 다양

한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전통적 가족 규범이 잔존

하고 있으며,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한 잠재적인 의무감이 현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자녀들이 개별적, 때로는 협조적인 관

계로 느슨한 지원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의 경제적 

생활을 지탱하는 데에는 연금이라는 공적 영역의 사회보장 성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정보제공자와 자녀 간의 가족복지 지원관계는 상호적인 양상과 부

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일 반향적인 지원 방향성이 관찰이 되었다.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사적이전소득의 질적인 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부모도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주기적인 경제적 자원보다는 다양한 방법으

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를 향한 

지원관계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손자녀 세대를 향한 삼 세대 간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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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환운동을 보였으며, 일본의 가족복지 지원구조는 보다 수직적인 지원 연

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비공식 복지 양상은 가족이 여전히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더불어 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지원군이 되어주는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성이 적용이 되는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

원행위에 내재하는 지원 동기는 정서적이고 도덕적 규범에 의거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의 지원에 대해서 분석하여 도출한 일

본 시적이전소득 양상과 가족복지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6>이다.  

표 5-6. 일본의 사적이전소득 양상과 가족복지 특성

빈도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자녀  ≒  부모 

남성응답자의 부모 ≒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금액에 따른

지원의 방향성

자녀  ≒  부모

남성응답자의 부모 ≒
남성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행위동기 전통적 가족문화, 도덕적 규범, 현실주의적 조건 

가족복지 지원 연결망 수직적, 한정된 지원 연결망

가족복지의 역할 복지 필요성에 따른 다차원적 복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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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과 일본의 가족복지 메커니즘

6-1. 한국과 일본의 사적이전소득 지원행위 비교

   앞서 한국과 일본의 비공식 복지의 현실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간 지원되는 사적이전소득의 수혜 및 제공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국가의 가족복지가 서로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아래 

<표 6-1>은 한국과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의 분석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표 6-1> 한국과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소득 지원 분석 결과

(단위: 가구/명, 만 원/만 엔)

남성 응답자의 부모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 ⇓ 부모에게 

제공한 경험 ⇑

전체 N 
(%)

한국 2,227 (100.0 %) 2,566 (100.0 %)

일본   823 (100.0 %)   823 (100.0 %)

빈
도

있음 N 
(%)

한국 517 (23.2 %) 1,841 (82.7 %)   568 (22.1 %) 2,035 (79.3 %)

일본   45 (5.5 %)    38 (4.6 %)    57 (6.9 %)    31 (3.8 %)

없음 N 
(%)

한국 1,710 (76.8 %)   386  (17.3 %) 1,998 (77.9 %)   531 (20.7 %)

일본   778 (94.5 %)   785 (95.4 %) 766 (93.1 %) 792 (96.2 %)

지원평
균금액  

한국    346 만 원    175 만 원 187 만 원 103 만 원

일본     52 만 엔     46 만 엔 45 만 엔 32 만 엔

빈도에 따른 
지원의 방향

한국   자녀  ⇨  부모 (3.6 배)   자녀  ⇨  부모 (3.6 배)

일본   자녀  ≒  부모 (0.8 배)   자녀  ≒  부모 (0.5 배)

금액에 따른 
지원의 방향

한국   부모  ⇨  자녀 (2.0 배)   부모  ⇨  자녀 (1.8 배)

일본   부모  ≒  자녀 (1.1 배)   부모  ≒  자녀 (1.4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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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국가의 사적이전소득 발생 빈도의 경우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활

발한 지원양상을 보이는 한국에 반해 일본은 가족복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남성응답자의 부모인 친가 혹

은 남성응답자 배우자의 부모인 처가를 가리지 않고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 빈도가 전체 응답가구 가운데 과반수로 절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일본의 

경우 친가 혹은 처가를 가리지 않고 극소수의 빈도수를 보였다.

   작은 수치이지만 일본에도 부모 자녀 간에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이 존재

하는데 친가 및 처가를 가리지 않고 ‘부모→자녀’를 향하는 지원이 상대적

으로 많았다. 친가의 경우‘부모→자녀’방향의 빈도가 ‘자녀→부모’방향에 

비해 약 0.8 배의 차이를 보인다. 처가 부모의 경우 역시‘부모→자녀’ 방향

의 빈도는 가‘자녀→부모’방향의 빈도에 비해 약 0.5 배 차이가 난다. 부모

로부터 자녀로 향하는 지원방향을 보이지만 그 수치가 확연한 방향성을 드러

내진 않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 지원 빈도의 방향이 친가와 처가 모두 

‘부모→자녀’로 내려오는 지원 빈도보다 ‘자녀→부모’방향으로 올라가는 

지원방향이 3.6 배로 압도적으로 많음이 나타났다. 

   두 국가의 이러한 방향성 차이는 앞서 2 장에서 검토한 주관적인 가족 인

식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사람들의 주관적 가족 인식과 

상호지원관계에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금액의 크기를 지표로 가족복지의 기능을 살펴

본 결과, 두 국가 모두 친가와 처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자녀→부모’ 방향

보다 ‘부모→자녀’ 방향의 지원 금액이 크다. 한국의 경우 친가 부모가 자

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보다 약 2.0 배 많다. 

처가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에 비해 자녀에게 내려온 금액이 1.8 

배로 ‘부모→자녀’ 방향이 ‘자녀→부모’방향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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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한 경향을 지닌다. 친가의 경우‘부모→자녀’

를 향한 지원 금액이 ‘자녀→부모’로 올라가는 금액보다 약 1.1 배, 처가의 

경우 내려가는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보다 약 1.4 배 많다. 일본의 경우 부모

와 자녀 간에 오가는 금액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서로 엇비슷한데 비해, 한국

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 금액 크기에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관계가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부모의 

존재가 지원군으로 절대적인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의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적이전소득의 금액이 친가 부

모가 처가 부모보다 많은 양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한 경우 친가 부모가 수혜한 금액이 처가 부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이 되었는데, 친가 부모의 수혜 및 제공 금

액이 처가 부모보다 더 컸다. 그러나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양가 부모 간 복지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계

중심적인 가족규범과 가족관계의 양계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관찰된 한국과 일본의 사적이전소득 지원 양상은 가족의 존재

가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그리

고 동일한 유교문화권 남성 중심의 직계가족이라는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의한 가족복지의 경향을 지님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두 국가의 부모 자녀 간 사적이전 양상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

는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각 국가에서 사적이

전소득이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현금은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가계의 소득 조달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의 구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사적이전소득의 측정에서 사용한 

KLIPS 15차 조사와 JHPS 2012 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두 데이터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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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얻은 각종 소득 금액이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

석을 위해 앞서 3 장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분석대상 분리과정의 마지막 단계

인 ‘부모와 비동거’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가

구소득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부모의 거주형태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더불어 가구주와 배우자라는 같은 가구의 부부를 구분하여 조사한 사적이

전소득과 달리, 가구소득은 가구구성원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

액으로 가구단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활용할 표본은 본 

연구의 기본 분석 샘플인 ‘30 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성가구주’이다. 

한국의 경우 n=4,397, 일본의 경우 n=969 이다46). 

   두 데이터의 가구소득 질문에 있어서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세부적

인 구성 내역에 차이가 존재한다. 가능한 두 데이터의 소득 내역을 맞추어 가

구소득 구성을 재코딩하였다47). 여기서 가계 소득 내역은 크게 근로소득, 금

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48),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46) 한국 KLIPS의 경우 N=4,397에는 가구소득 항목에 대한 응답이 0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결측은 N=33이다.  일본 JHPS의 경우 분석대상이 N=969 응답이 ‘0’인 경우와 함께 ‘무회답’, 

‘비해당’ 응답을 ‘0’으로 포함시켰으며 결측이 없다.

47) KLIPS과 JHPS의 두 조사에서 다루는 가구소득에 대한 질문항목과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의 KLIPS의 경우 가구 단위로 조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의 JHPS의 경우 가구구

성원 별 소득 즉, 남편, 아내, 기타 가구원이 각자 얻은 소득을 기입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

서 JHPS의 경우 각 가구구성원이 얻은 소득을 합하여 가구당 소득으로 재코딩하였다. 더불어 

일본 소득 내역에는 개인보험 수혜금, 퇴직금, 주가증권·토지·자동차 매각액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KLIPS의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재코딩하는 과정에

서 데이터를 제대한 살리기 위해 복수의 변수를 합쳐 하나의 변수로 만들 경우, 각 세부 변수

의 값이 모두가 ‘0’인 경우만을 결측처리하고 하나라도 해당 값이 있는 경우는 분석 변수에 포

함시키도록 하였다. 본 가계소득 분석을 위해 재설정한 KLIPS과 JHPS의 가구소득의 세부 구

성 내역에 대해서는 <부록 3>을 참조할 것.     

48)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의 정의는 증여나 상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자료 JHPS 2012는 가구소득의 사적이전 범주에 가족 및 친척

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증여와 상속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자료 KLIPS 2012의 사적이전소득도 이에 맞추어 증여 및 상속

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KLIPS 조사의 이전소득 내역에는 JHPS에서 세부적으로 질문되어 있지 

않은 조의금, 축의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소득의 개념적 특성상 이들도 함께 ‘사적이전소득’

으로 포함하였다. 



- 110 -

분류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국가’, ‘시장’, ‘공동체’ 라는 소득의 창

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국가’ 영역에서의 

소득은 가구 구성원이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다. 한편

‘시장’영역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가구 구성원

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동

체’ 영역에는 친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로부터 제공받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

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아래 <표 6-2>는 두 국가의 연간 가구소득 구성과 평균 금액을 정리한 것

이고 <그림 1>은 분석 결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도표이다. 두 나라 모두 가

구소득 가운데 ‘시장’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구

소득에서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각각 한국이 91.6 % 그리고 일본이 

86.1 % 이다. 시장 영역에서 근로소득이 두 국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체 가구소득 가운데 85.5 % 를 근로소득이 차지하

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69.6 % 로 약 16 % 의 차이를 보인다. 한편 금융

소득의 경우 한국이 2.0 % 에 비해 일본이 10.9 % 이다. 부동산 소득 비율이 

두 국가 간에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을 통해서 조달

하는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

득이라는 자산 보유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비교적 큰 자원 조달의 역할을 하

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소득의 비중이 일본이 13.4 % 인데 반

해 한국은 4.4 % 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인 복지의 구성에서 일본이 한국보

다 약 3 배 많다. 이는 산업화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시기와 이에 따른 

국가복지의 성숙 수준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차지하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

우 전체 가구소득의 0.2 % 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인 반면 한국은 4.0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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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족의존적 경향에 대한 두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음

을 보여준다.

표 6-2. 한국과 일본의 연간 가구소득 구성과 평균 금액                     

                                (단위: 만 원, 만 엔)               

시장 국가 공동체 기타

소득
합계

근로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합계 사회보

험소득
사적이
전소득

한국
(%)

4,010.7  
(85.5)  

95.4 
(2.0) 

191.8 
(4.1) 

4,298.0 
(91.6) 

206.0 
(4.4) 

186.6 
(4.0) 

0.9 
(0.0) 

4,691.4 
(100.0) 

일본
(%)

523.6
(69.6)

82.0
(10.9)

41.9
(5.6)

647.5
(86.1)

101.1
(13.4)

1.4
(0.2)

2.3
(0.3)

752.3
(100.0)

  

그림 6-1. 한국과 일본의 연간 가구소득 구성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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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구소득 구성에 관한 분석은 ‘사적이전소득’이 왜 한국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시장 영역과 공적 영역의 소득 조달 비중 차이는 경제

수준에 따른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

라는 설명이다. 즉 한국의 활발한 가족복지 현상은 일본에 비해 늦게 추진된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성숙하지 못한 국가복지의 충분하지 않은 효과 때

문으로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김태성 외, 2000: 131-133; 신윤창, 2001: 95).  

   과연 그럴까.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두 국가의 산업화와 사회보장제도가  

부모와 자녀 간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우선 사회보장제도, 그 중에서도 국민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각 국가의 국가복지 상황을 살

펴본다. 그 다음으로 두 국가의 가족복지 양상을 나타낸 원인을 검증하기 위

해 한국의 경우 활발한 가족복지가 나타난 요인을 경제적 조건과 사회보장의 

성숙,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영역의 복지에 어떠한 연관을 보이는지를 계량적 

분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적이전의 낮은 활성화 여

부가 경제발전, 나아가 그에 따른 국가의 복지체계 성숙 수준에 종속되어 나

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화와 사회보장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인 

시기의 사적이전 양상을 일본 가계수입 구성 내역을 활용하여 검증하도록 한

다.   

   이러한 작업은 복지국가론이나 산업화론이 주장하는 산업화 정도와 이에 

따른 경제적 변수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이 실제로 두 국가의 사적 영역

에서의 가족복지 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복지와 연

관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더불어 가족복지의 내면화된 행위동기와 이를 형성하게 하는 원동력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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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적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어

져 온 세대 간 부(富)를 나누는 방식을 규정하는 상속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6-2. 한국의 가족복지 메커니즘 

6-2-1. 공적 영역의 복지와 사적이전소득의 관계

   앞서 한국은 가족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존재가 복지

주체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에 사적

이전소득이 이토록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두 국가

의 가계소득 구성을 보면 국가 영역과 사적 영역의 복지 자원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보다 늦게 추진된 산업화와 경제성

장에 따른 공적 복지의 미발달과 불충분한 효과 때문에 나타난 가족의 대응으

로 인한 결과인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복지 역할이 국가복지의 

발전과 상관없이 중요한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으로의 

인구진출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수반된 산업화, 즉 

농업에서 도시산업으로의 변화, 그리고 도시산업 내부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나아가 기술집약적 정보통신산업으로의 전

환을 포함, 다양한 서비스업이 팽창하게 되었다(장경섭, 2008: 8). 경제수준

의 향상과 함께 복지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49) 1960년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가입 및 수급 대상이 

49) 당시 경제성장을 제1의 국정 목표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조달을 목

표로 복지정책을 활용한 것이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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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것

은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시기인 1988년이 되어서였다(駒村幸平·廣井

良典, 2003: 111).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50)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의 국민이며 특수직역연금 적용대상자는 제외된다. 적용대상자는 가입자에 따

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51) 아

래 <표 6-3>은 한국의 국민연금의 가입자 현황을 나타낸 표다. 2014년 국민연

금제도 총 가입자 수는 21,125,135 명이며, 1988 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사람들에게 노후 대책을 위한 사회보장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특수직역연금은 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연금제도가 본격

적으로 실행된 시기는 공무원 연금 1960년, 군인염금 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1975년

으로 국민 모두가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제도보다 일찍 도입이 되었다. 1974년에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보류가 되

어 1988년 1월부터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최대 연금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당시 적용대

상이 1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1992년 1월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

자의 적용, 그리고 1998년 7월에는 도시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51) 사업장가입자란 피용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

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당연적용사업자가입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 그리고 사업장가입자, 사업서가입자가 아닌 의무가

입의 대상자(주로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적용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성에 대한 자세

한 표는 <부록 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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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국민연금 종류별 가입자 현황_한국 

(단위: 명)

총 가입자 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1988 4,432,695    58,583 4,431,039 - -   1,370    286

2005 17,124,449   646,805 7,950,493 4,489,216 4,634,459 26,568 23,713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3,574,709 5,099,783 90,222 49,381

2014 21,125,135 1,389,472 12,309,856 3,873,696 4,571,014 202,536 168,033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5. ‘제27호 국민연금 공표통계[안][2015년 5월말 기

준]’,‘Ι.가입자관리’ p.1 에서 작성.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

환일시금 등으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노령연금 내역을 자세히 알아보면, 노

령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

료를 납부하여 정해진 급부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 받게 되는 연금제도이다.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지불 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

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에

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으로 분류된다(羅仁淑, 1998; 국민연금공단).52)

   국민연금 수요요건의 최저 가입기간은 10 년이며, 연금보험료 금액은 가입

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

52)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연금이고, 

‘특례노령연금’은 고령으로 인해 연금제도에 가입해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연령층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보험수급개시 기간은 출생연도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 보험수급 개시연령은 1998년에 법개정 이전에는 60세로 설정되어 있었

으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이 되고 2033년에는 65세로 고정된다(이용하, 201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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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율인 소득의 9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2005년 7월 이후 9 % 로 조정이 되어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2015년 

현재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수급 받을 수 있는 평균 급여액은 

883,130 원이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6-4>는 연금의 종류별 월평균 급여액을 나타낸 것이다. 

표 6-4. 연금 종류별 월평균 급여액_ 한국 (2015년 4월말 기준)53)

(단위: 원)

구
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20년 
이상

10~ 19년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평
균

884,130 410,250 495,060 208,470 171,080 587,400 465,840 359,790 257,410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5. ‘제 27호 국민연금 공표통계[안][2015년 5 월말 

기준]’,‘4.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p. 9 에서 작성.

   이러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

으며,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아래 <표 6-5>는 국민연금 수혜 가능 연령층인 65 세 이상인 인구 대비 

연금수혜 현황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65 세 이상의 전 국민 인구 

6,520,670 명 가운데 공적연금을 수혜 받는 비율은 34.87 %에 불과해 노령인

구의 절반 이상이 공적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해당 월 지급자의 기분 + 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국민연금공단,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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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6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_한국

(단위: 명)

65세 이상의 
전국인구 수

연금수급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비율(%)

합계 6,520,607 2,273,816 1,981,184 13,634 278,998 34.87

남 2,726,895 1,376,395 1,338,543 10,900 26,952 21.11

여 3,793,712   897,421   642,641 2,734 252,046 13.76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4. ‘제27호 국민연금통계연보’, p.42 에서 작성.

   

   이러한 국가복지의 공급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충분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아마 노령연금 10 만 얼마짜리 받는 거 그게 다일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 (생략) 10 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내가 볼 땐 노

인들이 살려면 70~80 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ㅇㄱㄱ, 남

성, 52)

   

   이 정보제공자의 어머니는 국가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생활하는 데 충

분한 금액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보제공자는 어머니에게 매월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20 만 원으로 생활비를 목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은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적 이

전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특히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노

부모에게 가족복지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KLIPS 조사 분석 대상자들의 상황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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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 국가, 공동체 영역에서 조달한 소득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활용한 KLIPS의 연간 가구소득 

구성 가운데 시장, 국가, 공동체 영역의 각 가구소득 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 기본 샘플 대상인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성

응답자 가구(n=4,397)를 대상으로 한다.54) 만약 기존연구의 주장대로 가족복

지가 경제적 변수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동체와 

시장 그리고 국가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 

6-6> 은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6.  시장, 국가 , 공동체  영역의 가구소득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시장 국가 공동체 평균 표준편차

시장 1 4297.97 3574.57

국가 -.156** 1 205.97 649.81

공동체 -.052** -.006 1 186.62 884.55

** p<.01

   

   시장과 국가 그리고 시장과 공동체 영역 간에 0.01 수준의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시장과 국가 영역 간 상관관계는 -.156이며, 시장과 공

동체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052이다. 이는 시장 영역에서 얻는 소득의 금액

이 높을수록 국가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자원의 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국가복지와 공동

체를 통한 자원 조달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변수가 사적 영역의 

54) 기본 분석 대상 N= 4397 가운데 결측이 N= 33로 실제 분석이 된 분석대상이 N= 43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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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주고받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각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강력한 수치가 아니고 상호 간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활발한 

가족복지 현상을 단지 경제적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앞서 살펴본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혜율을 통해서 국가복지가 사람들

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국

가복지의 수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의존성을 높이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통해 국

가복지와 경제적 변수뿐만이 아닌 그 이외의 요인이 갖는 영향을 제시할 여지

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 간 지원행위를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으

로 역사적·문화적 측면 즉, 가족문화와 가족구조, 그리고 부(富)의 이전인 

상속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6-2-2. 상속제도에 따른 지원동기와 사적이전소득

   한국의 전통적 가족은 혈통 영속성을 중시하는 엄격한 부계혈연집단으로 

닫힌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혈연의 폐쇄적인 구조는 도덕적 규범

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도덕적 규범으로서 유교적 가치

체계가 원동력이 되어 있음이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포착이 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존재가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부모에 대한 부모를 

향한 지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가족규범의 영향이 윗세대에 대한 높은 

주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적이전소득 지원행위를 통해서 본 한국

의 가족복지는 이러한 가족규범이 반영된 것으로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강

한 일방향적 지원 패턴을 보였다. 그들에게 부모를 향한 사적이전소득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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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효’의 실천이라는 상

징적 의미를 내재한 다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자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규범의 공유가 부모의 안녕을 위한 협동적인 지원 연결망

을 형성하게 하여 넓은 지원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혈연 

중심적인 닫힌 구조가 부모를 향한 가족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가족복지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전통상속제도와의 이에 따른 행위

동기의 관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 중심의 장자 우선 불균등한 상속제도를 가졌던 한국에서는 상속에 있

어서 장자 우대라는 차별주의적 원칙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독

상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남의 재산 분배율이 많기는 하였으나 차남 이하의 

아들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균분상속제를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장남 우선 상속제도 내에서도 장남 외의 다른 자녀들도 상속을 받

을 자격을 지니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가(家)를 이어받는 사람

으로서 가족 그리고 부모의 생계와 부양의 의무가 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지원의 책임과 의무가 모든 자녀에게 부여되어 그들은 한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가족규범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이 가족 공동체의 결

속을 강화시킨다.   

   아래 <표 6-7>은 한국의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녀 중 누구에게 경제생활을 

의존하는지 조사한 것이다. 부모의 생활비 가운데 약 절반을 자녀에게 의존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남이 다른 형제자매보다 높은 비율(10.1 

%)을 보이고 있지만 모든 자녀가(27.7 %)의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본 면접조

사의 진술(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이 장남과 아들을 중

시하는 부계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줌과 더불어 모든 자녀가 

함께 부모의 노후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모습을 규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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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_한국 

(단위: %)

부모   
스스로 
해결

기타 합계
자녀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49.5 10.1 9.1 2.6 27.7 50.2 0.3 100.0

출처: 통계청, 2014. 「사회조사」.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 지원관계는 부모와 모든 자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장에서 탐구한 

주관적 가족 인식 조사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인지율을 보인 

양상과 연관성을 지닌다. 가족구성원 간 가족규범의 공유는 개인의 이기심을 

막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하는 규범으로 작동된다. 여기서 자녀

들에게 집단의 목표란 부모의 안녕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의 존재는 부모를 향한 감정적 증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만든다. 더불어 도덕적 규범의 공유는 서로 간의 결속을 강화시켜줌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

히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현대 사람들의 행위방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규명해준다. 이렇게 형성된 상호지원관계는 그들이 평소에 가지는 만남

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취하는 교류의 빈도와도 당연히 연관을 지닌다. 

   한국 정보제공자들의 진술 속에서 포착된 가족 간 상호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높은 교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접촉빈도가 

파악이 가능한 정보제공자 가운데 1 주일에 2, 3 일 부모님을 뵈러 왕래하는 

경험이 있는 사례가 세 사례(사례 4, 6, 8), 한 달에 두, 세 번 만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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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사례(사례 1, 사례 2), 한 달에 1 번 만나는 경우가 세 사례(사례 5, 

10, 11)로 비교적 빈번한 접촉이 포착되었다. 

   평소에 가지는 상호 교류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시

켜줌과 더불어 행위자 간의 관계성을 재확인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

성원들과 도덕적 규범의 공유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더더욱 부각되

어 부모와 자녀 간 지원교환행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메커니

즘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끝없는 노력의 산물로서 제도적 수준의 연결망이 

확립이 되고,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가 사회자본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Bourdieu, 1982; 류석춘 외 2007:75-77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간의 교류는 가족복지라는 사회자본을 생산하게 하는 

유용한 원동력으로 적용된다. 아래 진술들은 정보제공자들의 상호 교류의 경

험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취함으로

서 부모와의 정서적 지원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서너 번씩 가는 거지. 맨날 연락하고. 어

머니 아프면 달려가고. 맨날 병원모시고 가고.” (ㅇㅇㄹ, 여성, 62)

“찾아뵙는 거는 한 달에 1, 2 번 정도, 전화로는 2, 3일에 한 번씩. 

(중략) 그러니까 핸드폰을 중간 중간에 체크하지. 점심 때 쯤 뭐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해서.” (ㅇㅇㅈ, 여성, 51)

    

   한국 정보제공자들이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는 도덕적 규범 가운데 ‘효’

사상의 실천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물질적 자원의 증여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녀는 평소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고 얼굴을 뵙고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등 수시로 마음을 쓰고 있었다. 부모를 향한 그들의 마음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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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천하는 행위,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의 쓰임 등 모든 행위

가 ‘효’의 상징적인 행위이며 가족복지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

위에 내재된 지원 동기는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이타주의적인 완성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자원교환이 단순

한 물질적 자원의 주고받음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도 딸이 나한테 돈은 안 주는 거 같지만, 걔가 한달에 나한테 몇 

십만 원은 사주는 거 같고 나도 그렇고 그래요. 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만나면 이거저고 사주고 그래요” (ㅇㅇㄹ, 여성, 62). 

   

   이러한 순환적이며 반복적인 지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메커니즘이 그들 지원관계의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주고

받음을 통한 자원의 교환은 언제나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

체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검토한 한국의 혈연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가족구조와의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혈연의 

닫힌 가족구조는 가족의존도를 높이고 도덕적 규범을 강화시킨다. 집단의 폐

쇄성은 사회자본의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한국의 사적이전소득이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지원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 증여가 부모를 향한 효 행위라는 가족규범 및 가치체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족규범이 지원교환의 원동력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4장의 구술면접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며, ‘효’사상의 

정착 심도는 여전히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상적 가치체계의 공유가 

부모와 장남 혹은 한 자녀라는 한정적인 관계뿐만이 아닌 부모와 모든 자녀라

는 넓은 협동지원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지원관계는 

물론이고 인족(姻族)관계까지 포함한 확대적인 강한 지원 공동체를 형성하고 



- 124 -

있었다. 사상적 가치체계와 가족 규범이 가족복지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복지는 도덕적 규범과 일반화된 호혜성

을 바탕으로 한 완성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6-3. 일본의 가족복지 메커니즘 

6-3-1. 공적 영역의 복지와 사적이전소득의 관계

   한국보다 일찍 산업화를 이룬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특히 전쟁 이후 부흥이 시작된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났다(服部民夫, 2005: 104-105).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는 1955년경부터 시작하여 1973년까지 지속되었으나, 1973년에 

일어난 제 2차 석유 쇼크,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발생이 고도 

경제성장기를 끝으로 몰아갔다. 당시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도시

화, 핵가족의 진행이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 그 자체에 큰 변화

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다(金子光一, 2005: 229-230). 뿐만 아니라, 한국보

다 일찍 찾아온 고령화 문제로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다. 

   일본은 고령화율이 5.6 % 이던 1961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인 ‘개연금(皆年金)제도’를 제정하였다.  특히 1973년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급부 개선이 실행된 연도였다. 이후 고

령화를 위한 대책으로 1982년에는 노인보건법이 제정되고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했다(小松理佐子·野口定久編, 2006: 

173). 1990년 거품경제를 맞이하게 된 일본은 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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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를 배경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본격적인 개혁을 착수하기 시작했다.55)

이와 같이 한국에 비해 일찍 도입된 일본의 공적 사회보장제도의의 현황은 어

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공적연금제도의 구성

이다. 한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제도가 하나의 구성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일본의 공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기초연금과 후생연금 혹은 공

제연금과의 이중수급이 가능한 단계식 구조를 가진다.56) 우선 일본의 공적연

금제도 가운데 기초연금은 그 가입 대상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다음으로 후생연금이란 직장에 소속이 되어 소득활동

을 하는 자이며, 공제연금 대상가입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한

국의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구성에 따라 피보험자는 세 종류 

즉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로 구분되며, 각 종류에 

따라 보험료 부담율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의 

급여 시급 개시 연령이 60세부터 차차 올라 현재 원칙적으로 65 세로 설정되

어 있다. 아래 <표 6-8>은 일본 공적연금 가입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

다.

55) 사회복지시스템의 개혁을 크게 1991년부터 1995년의 기능개혁 그리고 1995년 이후의 구조개

혁의 전, 후기로 구분될 수 있다(古川孝順, 2003). 전기 기능개혁은 1990년에 진행된 사회복지

관계 8법의 개정이다. 이 개정은 재택 복지서비스의 법제화, 복지서비스 권한을 시․읍․면으로 

이양, 노인보건복지 계획책정의 의무화 등 착수되었다. 더불어 후기 구조개혁은 200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일부 개정하는 등의 법율」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 복지형 사회복지의 전개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에는 「개호보건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큰 움직임을 보였다(小松理佐

子․ 野口定久編, 2006: 174).

56) 일본 국민연금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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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공적연금 가입자 추이_일본 (연도말 기준)

(단위: 만 명)

연도 총 가입자 수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 등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

1987 6,411 1,929 2,822 530 1,130

2000 7,049 2,154 3,219 523 1,153

2005 7,045 2,190 3,302 460 1,092

2010 6,826 1,938 3,441 442 1,005

2013 6,718 1,805 3,527 439   945

출처:　厚生勞働省(후생노동성), 2015.「헤이세이27년판 후생노동백서」 자료

편 ‘연금’, p.241. 

    

   공적연금 총 가입자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2013년에는 6,718만 명이다. 하지만 아래 <표 6-9>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3,140만 명으로 65세 이상의 인구의 거의 모

든 사람이 공적연금의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비해서 

일본 공적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충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9.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_일본 (2013년 연도말 기준) 

(단위: 만 명)

65세 이상 
인구수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 복지연금 합계

3,190 3,140 3,216 444 0.1 6,800

출처: 65세 이상 인구수: 內閣府(내각부), 2014.「헤이세이26년판 고령사회백

서(개요판)」〔최종검색일: 2015.06.25〕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4/gaiyou/s1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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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수급자 자료: 厚生勞働省(후생노동성), 2015.『헤이세이27년판 후

생노동백서』 자료편 ‘연금’, p.241.

   그러나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화, 고령화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공적연금 가입자 수 감소, 65세 이상

의 고령자의 증가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에 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세대 간 재분배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국가의 복지정책 정비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57)

   이와 같이 비교적 일찍 정비된 연금제도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부모세대는 

어느 정도 국가복지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노무라(여

성, 52)는 오빠 부부와 같이 사는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5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지출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한국과 일본의 두 국가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에는 2.7 %

를 보이던 것이 2010년에는 9.0 %를 차지하여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90년에는 11.3 %를 보이며 2010년 시점에서 22.1 %로 OECD 국가 평균인 21.7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14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0.4 %를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의 

1980년의 수준(10.3%)과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출처: OECD SOCX database . “Social 

Expenditure Databese.”). 이는 한국보다 일찍 찾아온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와 사회보장의 규모 확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사회보장의 확충과

정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급속히 이룬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이 사회보장비용까지 충분

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張炳元, 200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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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요 (웃음).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연금으로 제대로 

먹지요. 우리 오빠도 이미 퇴직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어머님의 연

금 플러스 오빠의 연금 같은 느낌으로. 예전에는 좋았어요. 아버지의 

연금이 상당히 들어와서. 또 이제 자신도 국민연금에 들어있어서 그게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옛날은 (연금보험가입이) 자유였는데요, 어

머님 때는 연금으로 전업주부는 가입을 안 해도 되었던 건데 들을 거

면 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지 국민연금에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지만 나온대요. 그리고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친정

아버지는 계속 교사였기 때문에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그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노무라, 여성, 52)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 복지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

로, 그리고 복지 욕구는 자연히 복지제도의 발전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가족복지가 낮게 활성화된 이유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혹은 복지 욕구를 국가가 충분히 충족시

켜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일본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시기가 늦었던 한국과 비교할 때 국가복지의 발전과 성숙수준에 따른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가족복지 

활성도가 낮은 이유가 산업화와 이에 따른 국가복지의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는 것을 다음 자료를 통해서 규명할 수 있다.

   아래 <표 6-10>은 일본 통계국이 1951년부터 시행한 가구당 연 평균 월수

입(2인 이상, 근로자가구) 가계조사 내역을 정리한 결과이다.58) 여기서 주목

58) 이 조사는 1963년 조사부터 실수입이 경상소득 및 특별 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이 근로소

득, 사업 및 내직 수입, 기타 실수입(재산수입, 사회보장급여, 생활비 속금)이고 특별소득은 수

증,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파악하기 쉽도록 실수입 아래 모든 항목을 포함시

킨다. 1993년 조사부터 근로소득 가운데 ‘아내의 근로소득’ 항목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근로소득 가운데 가구주=남자인 경우, 배우자-여자인 경우로 따로 구분이 가

능케 되었다. 여기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항목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1995년 조사부터 사회

보장금여 내역을 ‘공적연금급부’, ‘기타 사회보장급부’로 나눠서 파악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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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은 실수입 항목 가운데 ‘생활비 송금’이다.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선 

1960년부터는 물론 1970년대 전반부터 실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000년까지 지

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수입 가운데 근로수입, 사업 및 부업 수

입, 기타 실수입 모두 증가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기타 실수입 항목 중 생활

비 송금만이 1951부터 1960년 사이에 감소했다. 1951년 생활비 송금은 기타 

실수입 내역 4.6 % 가운데 2.3 % 를 보이며 거의 절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1960년에 들어 0.5 % 로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인다.

내역 구분 없이 ‘사회보장급여’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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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일본 가계수입 내역 표 (1951-2010년) 

(단위: 엔, %)

연도 1951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실수입 합계 
16,532 
(100)

40,895 
(100)

112,949 
(100)

349,686 
(100)

521,757 
(100)

560,954 
(100)

521,056 
(100)

근로수입
15,528 
(93.9)

38,185 
(93.4)

105,468 
(93.4)

330,587 
(94.5)

490,626 
(94.0)

526,331 
(93.8)

485,912 
(93.3)

- 가구주 수입
13,793 
(83.4)

3.4051 
(83.3)

94,632 
(83.8)

293,362 
(83.9)

430,670 
(82.5)

460,436 
(82.1)

418,127 
(80.2)

- 배우자의 수입
1,735
(10.5)

893 
(2.2)

5,049 
(4.5)

24,397 
(7.0)

44,101 
(8.5)

53,645 
(9.6)

57,721 
(11.1)

- 기타 가구원 수입 -
3,241 
(7.9)

5,787 
(5.1)

12,828 
(3.7)

15,854 
(3.0)

12,250 
(2.2)

10,064 
(1.9)

사업 및 부업 수입
250

(1.5)
912
(2.2)

3,198 
(2.8)

5,889 
(1.7)

5,216 
(1.0)

3,747 
(0.7)

2,286 
(0.4)

기타 실수입
754

(4.6)
1,798 
(4.4)

1,656 
(1.5)

5,018 
(1.4)

25,916 
(5.0)

30,876 
(5.5)

32,858 
(6.3)

- 재산수입
143 

(0.9)
586 

(1.4)
732 

(0.6)
1,326 
(0.4)

1,593 
(0.3)

766 
(0.1)

943 
(0.2)

- 사회보장급여금
94

(0.6)
286 

(0.7)
659 

(0.6)
3,375 
(1.0)

12,826 
(2.5)

18,691
(3.3)

23,304 
(4.5)

- 受贈(증여)
139

(0.8)
315 

(0.8)
1,255 
(1.1)

4,540
(1.3)

6,708
(1.3)

6,088 
(1.1)

4,117 
(0.8)

- 생활비 송금
378

(2.3)
187 

(0.5)
265 

(0.2)
317
(0.1)

466
(0.1)

553
(0.1)

577
(0.1)

- 기타 -
424 

(1.0)
1,371
(1.2)

3,651
(1.0)

4,322 
(0.8)

4,778 
(0.9)

3,917
(0.8)

출처: 총무성 통계국(總務省統計局),「가계조사연보」, 20장 가계. 1950, 60년 

자료는‘20-2-b 1세대당 연평균 월수입 및 지출(근로자세대)-전도시’;   

1970~2010년 자료는 20-2-c  1세대당 연평균 월수입 및 지출(근로자세대)-전도시

참고.[최종검색일:2016.4.28〕<http://www.stat.go.jp/data/chouki/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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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1950년부터 10년 동안 ‘생활비 송금’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

까. 만약 경제성장과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고도경제성장기

를 맞이한 1955년부터 경제적 지원이 하강추세를 보여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일본 가계수입 내역을 살펴보자. 아래 <표 6-11>은 1950년부터 1955년

까지의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비 송금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은 1953년이다. 

표 6-11. 일본 가계수입 내역 표 (1951-1955년) 

(단위: 엔, %)

연도 1951 1952 1953 1954 1955

실수입 합계 16,532
(100)

20,822 
(100)

26,025
(100)

28,283
(100)

29,169
(100)

  근로수입 15,528 
(93.9)

19,539 
(93.8）

24,237 
(93.1)

26,305
(93.0)

27,080
(92.8)

- 가구주수입 13,793 
(83.4)

17,320 
(83.2）

21,341
(82.0)

23,030
(81.4)

24,065
(82.5)

- 배우자의 수입 1,735 
(10.5)

2,219
(10.7)

290 
(1.1)

359
(1.3)

395
(1.4)

- 기타가구원 수입 - - 2,606 
(10.0)

2,916
(10.3)

2,620
(9.0)

  사업 및 부업 수입 250
(1.5)

317 
(1.5)

516
(2.0)

514
(1.8)

610
(2.1)

  기타 실수입 754
(4.6)

966 
(4.6)

1,272 
(4.9)

1,464
(5.2)

1,479
(5.1)

- 재산수입
143
(0.9)

210 
(1.0)

289
(1.1)

345
(1.2)

359
(1.2)

- 사회보장급여금 94
(0.6)

134 
(0.6)

185
(0.7)

286
(1.0)

332
(1.1)

- 受贈(증여) 139
(0.8)

136 
(0.7)

230
(0.9)

280
(1.0)

272
(0.9)

- 생활비 송금
378
(2.3)

486 
(2.3)

149
(0.6)

127
(0.4)

145
(0.5)

- 기타 - - 419
(1.6)

426
(1.5)

371
(1.3)

출처: 총무성 통계국(總務省統計局) 「가계조사연보」, 20장 가계. ‘2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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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당 연평균 월수입 및 지출(근로자세대)-전도시’. [최종검색일 2016. 

4.28]. <http://www.stat.go.jp/data/chouki/20.htm>

   1951년 그리고 1952년에는 생활비 송금이 기타 실수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1950년대는 전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

구이동이 증가된 시기이며 도시로 이동한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혹은 

반대로 농촌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현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향상되기 이전인 1953년 시점에서 

이미 가족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확

립, 그리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이전부터 가족 간에 경제적 지원의 주

고받음이 빈번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대한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급여금’즉 국가복지 항목의 구성비도 또 전반적으로 매

우 미약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1951년 0.6 % 부터 1955년 1.1 % 까지).  

   이와 같은 양상은 일본에서 가족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요

인을 단순히 경제성장 및 국가복지 발전과 이에 따른 복지 욕구의 충족이라는 

경제적인 이해만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가족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 답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6-3-2. 상속제도에 따른 지원동기와 사적이전소득

   일본의 전통가족제도는 부계 중심적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직계가족이라

는 점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상속제도와 그 연속성

에서 형성된 문화적 규칙성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전통적 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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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家)의 영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혈연의 폐쇄성보다 공간적 근접성에 따

른 열린 가족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는 일본의 가족이 보다 약

한 유대에 기반으로 한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가족복지를 공유하게 만든

다. 혈연의 개방적 구조를 가졌던 일본에서는 가족복지의 지원동기가 보다 현

실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정보제공

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가족복지의 지원방식과 지원되는 자원은 다양하고 일정

한 지원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의 가족복지 지원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수직적이고 한정적

인 좁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의 좁은 연결망은 서

로 강한 연대를 형성해 주기적인 상호지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개방적인 연결망 안에서 

이루어진 느슨한 교환 서클을 지닌 그들이 주고받는 지원은 상황에 따라 필요

한 자원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이러한 한정적이고 수직적인 지원 연결망을 기

반으로 한 다양성을 지닌 일본 가족복지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상속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상속제도는 직계가족의 장자(혹은 일자(一子))가 이에(家)의 영속

성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혹은 일자)단독상속제

도로, 부(父)로부터 한 명의 자녀로 재산권과 제사권이 종속되는 유형을 가졌

다(이광규, 1975; 服部民生, 2005: 16-17).59)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재산 상속과 함께 가장권을 물려받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가(家), 이에에 관여하는 모든 책임이 상속자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부양 의무와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가부장의 보살핌 

아래 가족구성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졌다. 물론 부모부양의 의무 또한 선택된 

59) 일본의 장자상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자가 상속자로 선택받았으나, 차남 이하 자녀에게 상속

시키는 예도 발견할 수 있다(福尾猛市郞, 1972: 137). 



- 134 -

자녀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자녀들 사이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의

무와 책임을 불균형하게 부여하게 만든다. 따라서 노후부양에 관하여 부모가 

갖는 기대는 상속자에게 보다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다(코바야시 외, 2006). 

이는 이에의 가산과 가업의 계승은 물론이며,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계승하는 ‘역할의 체계’의 계승을 뜻한다. 이러한 가족규범과 가치체계가 

현대사회에서도 잔존하고 있음을 정보제공자의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장남인 경우 ‘역할의 계승’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마치 자신의 사명

처럼 가업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받아들인다. 한 일본 정보제공자(세가와, 남

성, 52)의 사례가 그러하다. 정보제공자는 4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

버지는 작은 운반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19세 때 아버지의 병환을 계기로 아

버지의 사업을 잇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장은 달랑 트럭 한 대를 소유한 아

주 작은 회사였다. 세가와는 건강상 더 이상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아

버지의 바람을 순순히 따라 아버지의 회사를 경영해 현재 연봉으로 1억 엔을 

수령할 정도로 성장시켰다. 

“아버지가 “(가업을) 해주겠니?” 라고 하셔서 “네! 하겠어요!” 해서 하

였죠. (중략)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한 명, 누나 한 명이 있는 거지

만, 기본적으로 나는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아 이 장사도 잇고 있으니

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

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건에 관해서는 모두 다 노터치

이네요. 다른 형제들. 그래서 어쩔 도리고 없죠. 장남이고, 장사를 이

어받고 있어서.” (세가와, 남성, 52)

   이 사례는 일본의 전통적 이에제도, 즉 이에(家)가 하나의 경영체이고 

‘가(家)’의 계승을 받은 정보제공자가 가업, 가산을 지키는 존재로,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는 입장으로 ‘역할의 계승’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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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통가족의 특징 즉, 가업과 거주의 일체라는 경영공동체로서 이에의 성

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선(5장) 정보제공자들

의 진술에서 부모를 향한 사적이전소득의 제공이 장남 혹은 한 자녀가 주가 

되어 담당하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단독상속제도의 문화적 관념이 가족 

규범으로 사적이전소득 지원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가족제도와 이에 따른 가족규범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관계

는 부모와 상속을 받는 한 자녀 간의 한정된 지원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다. 

앞서 2장에서 탐구한 주관적 가족 인식 조사에서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자

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인 것은 형제자매 간에서 부

모의 노후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같은 가족규범의 공유가 약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규범의 약한 공유는 형제자매 간에 느슨한 상호교

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가족구조가 

한국의 혈연이라는 물리적 연대에 기반을 둔 집단과 달리, 공간적 거리감을 

중시한 집단이라는 특성과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 가족복

지 지원관계가 부모와 상속을 받는 한 자녀 간의 한정된 지원 연결망을 형성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가족은 평소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

적 지원이 활발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 일본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상호지원관

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아래의 진술들은 일본 정보제공자들이 평소

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구성원들과 상호교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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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 번, 왕복 5 시간. 주말에는 남편이 차로 데리고 가주는데 

그 외에는 전철로 다녔죠. 친정아버지는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이 공

동생활을 같이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셨다가 당뇨가 있으셔

서 병원으로 옮기고. 친정아버지를 맡긴 동안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식사준비를 하고 같이 아침 먹고, 친정아버지 쪽에 가고, 5시 전에는 

집에 돌아오고 식사 준비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먹는 이런 생활을 5, 6

년 했습니다.” (마사키, 여성, 69)

  

   앞의 정보제공자(마사키, 여, 69)는 시어머니와 30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

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친정아버지를 1 주일에 3 번씩 찾아간 경험이 있다. 정

보제공자에게는 오빠가 한 명이 있었으나, 오빠부부가 친정아버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를 돌보았다. 이러한 생활이 정보제공자는 힘들

지 않았다고 한다. 정보제공자는 노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애

정이 오고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이야기와 과거의 경험은 가족이라는 정서적 장이 갖는 보호 장치로서

의 규범을 구체화시킨다.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한국과 유사하게 가족모

임을 자주 갖는 것을 보여준다. 

“(집에) 와요. 매일은 아니지만 생일 때나 어머니, 아버지 생일　때,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석 때.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지

금 인터넷이 있죠. 페이스북 그런 거를 보고 소식을 알죠.” (가네코, 

남성, 68) 

   그러나 정보제공자의 진술들 가운데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래 진술들은 자녀와 평소에 접촉이 번번하지 않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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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거는) 반년에 한 번. 연락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연

락이라는 거는 그 쪽에서 가끔 문자로 ‘지금 집에 있어요?’ 라고 연락

이 오면 전화하고” (하야세, 여성, 69) 

   앞의 정보제공자의 경우, 기차로 3시간 거리에 사는 딸과 빈번한 접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물리적 거리가 상호교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리적 거리와 무관한 전화 통화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활용하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접촉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아래 정보제공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딸이 세 정거장 옆에 사는데 전혀 연락은 취하지 않지만 (중략) 무슨 

일이 있을 때 딸에게 연락하면 바로 달려 와줄 것이라는 안심감은 있

죠.” (타나카, 여성, 54)

   앞의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은 가까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평

소 자주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적은 접촉빈도에도 불

구하고 딸과의 정서적 거리는 가까운 것이 관찰이 되었다. 일본 정보제공자 

가운데 주기적으로 부모와 가족 여행을 다닌다고 한 경우가 3 사례 (사례 3, 

7, 9)였다. 그 중 두 사례(3, 9 사례)가 본인이 여행비를 모두 부담을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

근 일본에서 여행이나 오락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 지원 자원

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上枝, 2013). 

   아래 <표 6-12>는 한국과 일본의 65 세 이상 고령자가 따로 사는 자녀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만남이나 전화 등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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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는 일본의 가족 간 교류 빈도를 파악하기 쉽게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표 6-12. 한국과 일본의 따로 사는 자녀와 부모의 접촉빈도 

(단위: %)

거의매일
1주일에   

1 번 이상
한 달에 
1~2 번 

1년에   
수회번

거의하지 
않음

합계

한국 17.0 44.8 26.3 10.0 1.9 100.0

일본 20.6 31.4 29.9 15.5 2.6 100.0

출처: 內閣府(내각부), 2010. ‘제7회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체비교

조사결과’. 

   여기서 ‘거의 매일’ 자녀와 교류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한국이 

17.0 %, 일본이 20.6 % 로 일본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거의 매일’

과 ‘일주일에 1 번 이상’의 두 항목을 묶어 ‘빈번한 접촉’으로 설정한다

면, 접촉비도의 비율이 한국이 61.8 %, 일본이 52 % 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

기서 더 주목할 점은 접촉 빈도가 낮은 비율이다. ‘거의 하지 않음’과 ‘1 

년에 수 번’으로 평소에 따로 사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교류 빈도가 낮은 두 

항목을 합친 비율을 구한 결과, 한국의 경우 11.9 %, 일본이 18.1 % 로 일본

이 따로 사는 자녀와의 접촉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가 뒷밭침하는 일본 가족은 상호작용이 느슨한 연결망을 형성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와 자녀 간 상호관계는 정서적 유

대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경제적 자원의 복

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더라도 정서적, 신체적 복지의 지원 제공자로 복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전통가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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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탄력적이고 열린 구조가 사람들의 보다 자율적인 지원 연결망을 형성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나타나는 

것은 주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 특정한 상황에서 강하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원되는 자원과 지원방식이 다양성을 지닌 상호적

인 지원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복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적용되어 있었

다.

   이와 같이 가족구조와 문화적 측면이 가족복지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를 향한 감정적 증여가 한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되는 가족규범은 한 

자녀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반저인 부모부양을 책임지고, 다른 자녀가 

부분적인 경제적 지원을, 혹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복지 자원을 제공하는 역

할분담이 확연한 지원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부모와 자녀 간 지원관계 

는 가시적으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 간의 연대가 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서적인 유대로 강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지원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일본 가족복지

의 지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다차원적 복지체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6-4. 소결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공식 복지의 차이가 기존연

구의 주장 즉, 산업화 시기와 경제성장 과정의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못함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의 주고받음이 활발한 양상을 보인 한국의 경

우, 국가 복지의 낮은 효과 그리고 소득에 의거한 경제적 변수가 가족의존적

인 경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족복지의 높은 활성도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요인변수가 될 수 없음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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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비공식 복지는 외형적 변수만이 아닌 보다 내면적이고 규범적인 

문화적인 요인이 깊게 작동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낮은 가족의존적 경향이 나타난 요인으로 이른 산업화 

달성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로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을 충분히 보장하기 이전부터 가족 구성원 

간에 경제적 지원이 활성화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일본 부모와 자녀 간에 사

적이전소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인 행위

방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가족복지의 차이가 두 국가 간의 산업

화와 경제성장 수준의 차이에 의거한 결과가 아님을 규명하였으며, 궁극적인 

요인을 역사적이고 문화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두 국가의 가족구조와 

가족문화가 행위 문법이나 규칙성을 추구하여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지원관계

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 상속제도라는 가족제도

가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관계와 지원행위에 상당히 다른 모습을 형성하고 있

었다. 

   한국의 장남우선불균등할상속제도는 자녀 간에 부모부양의 의무를 공유할 

수 있는 강한 연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규범의 공유가 가족 구

성원의 통합성을 이루게 하고 넓은 지원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일본의 장자(혹은 일자)단독상속제도는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

는 상속제도로, 자연히 부모 노후 생활의 경제적인 모든 측면을 재산을 상속

받는 한 자녀가 담당하고, 따라서 보다 수직적이고 한정된 지원 연결망을 형

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복지의 성격이 한국의 경우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완성적 동기를, 일본의 경우 현실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기능적이고 도구적 동

기를 내재하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가족복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변수가 두 국가의 비공식 복지체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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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절대적인 독립변수로서 독점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러나 각 국가가 지닌 가족제도, 가족구조, 그리고 가족규범의 특성과 공적 복

지와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혼합복지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6-13>은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비공식 복지의 측성과 메커니즘을 정리한 것이다.

표 6-13. 한국과 일본의 비공식 복지의 특성과 메커니즘

메커니즘 
비공식 복지의 특성

한국 일본

지원 연결망 확대적, 넓은 지원 연결망 한정적, 수직적 지원 연결망

지원 동기
강한 도덕적 규범

완성적 동기

현실적인 요건

도구적 동기

비공식 복지의 성격 규범적 복지 기능적 복지 

비공식 복지의 효과
활발한 가족복지 + 유연한 

국가복지와의 상호성

유연한 가족복지 + 활발한 

국가복지와의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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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비공식 영역에서 존재하는 미시적이고 경험적인 복지체계의 역

할과 기능을 탐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특히 비공식 영역의 복지 공급의 일차

집단인 가족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에서 비롯한 가족복지에 초점을 

두고 한일 비교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지원 양상과 그 원리를 역사

적·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비공식 영역의 공동체 가운데 가족에 주목한 이유는 가족이 문화적 유형을 

습득하는 사회적 장이기 때문이며, 그 곳에서 작동되는 사회적 행위가 문화에 

배태된 제도의 규칙성이나 행위방식을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가족복지는 

정서적인 유대를 통해 발생하는 자원의 증여이며, 가족이라는 영속적인 사회

적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자원으로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의 내재적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문화의 구체화된 형태를 파악하기 위

해 본 연구는 경제적 자원의 지원인 사적이전소득에 주목하였다. 사적이전소

득은 현금이라는 자원의 특성으로 제공자와 수혜자의 가구소득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등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복지 기능을 담당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상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또는 어떠한 복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동기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검증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한국과 일본을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한 가치체계와 

가족주의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한 범주에 묶곤 한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형성해온 복지체계와 내면화된 요소들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에 사적이전소득의 주고받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제공 경험에 있어서 자녀로부터 부모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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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확인했다. 반면, 지원 금액의 크기를 분석한 결

과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큰 

것을 확인했다. 남성응답자의 부모가 배우자의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큰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을 통해 여전히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가족복지가 단순히 복지 필요성에 따른 지원행위가 

아닌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행위동기에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활발한 

사적이전소득 지원 양상은 부모를 향한 부양 의무와 책임이라는 감정적 증여

가 강하게 적용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향한 도덕적 규범의 공유가 

가족 구성원 간에서 강한 결속력을 떠받치며 넓은 교환 사이클을 형성하고 복

지 자원의 순환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던 것이다. 한국의 비공식 복지는 규범

적이고 완성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복지체계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가족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작은 수치이지만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지원 방향성

을 보였으나 지원의 특성으로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결과였다. 또 지원 금

액을 통해 가족복지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자녀를 향한 지원이 금

액이 더 큰 것이 확인이 되었으나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상대적으로 대칭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활발치 않은 일본 

비공식 복지는 일견 가족이 복지 기능을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와 자녀 간 지원 행위는 보다 다양한 방법과 독특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면화된 현상만으로 복지 지원의 본질

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가족복지의 행위동기는 규범적인 요건보다 현실적 조건, 다시 말해 

지원이 필요할 때 상황에 맞는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도구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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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교환의 사이클은 느슨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두 국가의 비공식 복지체계가 한국은 

규범적 복지체계, 일본은 기능적 복지체계라는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리고 두 국가가 서로 다른 가족복지를 형성하게 된 요인이 가족

구조와 가족문화의 규칙성과 이에 따른 행위방식 차이에 있음을 밝혔다. 특히 

세대 간에 부(富)를 나누는 방식을 규정하는 상속제도가 두 국가에서 가족복

지의 성격을 구분 짓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과 일

본이 동일한 복지유형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

낸다.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 가운데 산업화이론에 따르면 산업화와 경제발전 수

준의 고양으로 인해 복지국가가 형성된 결과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은 동일한 

복지체계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복지 제공의 주체이며 국가 주도

적인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포착된 한국과 일본의 

복지체계는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적 영역에서 발견된 가족의 복지 역할은 가족이 복지의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의 주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고 보편적인 보호 장치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

가 모든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족이 제공하는 복지 

자원이 가족이라는 감정적 유대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

다. 그러한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복지체계에 내면화된 상이

한 문화적 규범의 차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혼합복지체계를 지향

한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복지의 성숙이라는 매개

변수가 두 국가의 복지체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물론 문화적 변수만이 복지체계를 설명하는데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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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가 될 수 없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경제적, 제도적, 정책적 변수들

은 여전히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인 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문화적 규범과 이에 따른 문화적 규칙성이 복지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각 국가의 복지 주체의 다양성

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적용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비공식 영역에서 가족이 주고받는 다양한 자원들은 정의성을 지닌 상징적 

자원이며 지원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험적인 자원이다. 

따라서 국가나 시장이라는 공적 복지 영역에서 공급이 되는 복지체계와 차별

화 되고, 문화적 관습을 통해서 일정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이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복지체계에 주목함으로서 기존의 연구

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

구를 필요로 한다. 먼저 자료 수집에 관해서 본 계량적 분석에서 활용한 한국

과 일본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시된 조사이다. 그러므로 조사대

상, 샘플수, 질문항목 등 데이터 설정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구조

적 일관성을 지닌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철저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두 번째로 분석대상자의 특성이다. 가족복지는 대상자의 연령대, 경제적 

수준, 가족관계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원의 종류나 방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

다. 특히 연령대에 따라서 가족복지를 지원하는 대상자의 특성도 달라질 수 

있으며, 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족범위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대별 가족복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가족복지의 측정 자원이다. 본 조사에서 가족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적이전소득을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시로 부모에

게 전화를 거는 행위나 가족의 고민이나 상담 상대가 되어주는 행위, 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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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보내는 것 등 가족 간에서 주고받는 복지는 물질적인 자원, 정서적, 신

체적인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제공된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복지의 주고받음

을 함께 조사함으로 전반적인 가족복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한국과 일본의 가족복지는 한정된 설정 하에 진행되었으

므로 본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이상과 같은 한계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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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비공식 복지 측정을 위한 질문 내용   

분류 내용

가족구성원의 특징

- 생년, 나이

- 가족구성원

- 부모 생애 여부

- 부모 주거형태 

- 자녀의 나이 및 성별과 분가 여부

- 형제자매 유무 

- 따로 사는 가족과의 지리적 근접성(물리적 거리) 

경제적 상황 - 현재 소득원 및 연 평균 수입액 

사적이전소득 

- 경제적 지원의 수혜 및 제공 경험 여부

- 지원 자원의 크기 

- 지원 수혜 및 제공의 동기 

호혜성

(부모-자녀 간 

심리적 거리)

- 가족 간 지원관계 및 지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일상생활의 도움, 집안일, 고민의 의논, 경조사 부조, 선물 등)

- 가족과의 접촉 빈도(연락, 만남)

도덕적 규범 

(부모 부양의 의무)

- 부모와의 동거 및 보살핌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 부모와 동거 혹은 동거 안 하게 된 계기

- 형제 간 협력적 연대의 여부

- 부모 부양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생각

-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 유상상속 수혜 및 수혜 예정 여부 

- 앞으로 수발 및 간호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은? (배우자, 자녀, 가정봉사원, 시설 등)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 노후 수입원 여부 (공적연금 및 사적 연금 수혜 여부, 예금·적

금, 저축성 보험의 가입 여부) 

-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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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반구조화된 면접조사의 질문항목

∎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 혹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 평소에 가족분들 (따로 사는 부모님, 자녀)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편이십니까? 또 얼마나 자주 만나는 편이십니까? 

∎ 노후에 자녀분들과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부모님 혹은 자녀분들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주
고 계십니까? 혹은 받고 계십니까?

∎ 만약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간병이나 수발과 같은 도움이 필요
하게 된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배우자, 자녀, 며느
리, 가 정봉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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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계소득 분석을 위해 재설정한 KLIPS 조사와 JHPS 조사의 가계소득 

내역

KLIPS (한국) JHPS (일본)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자영업, 사업, 부업 수입금

금융소득　

금융기관의 이자 및 투자소득 이자, 배당금

비금융기관의 이자 기업연금, 개인연금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임대료

토지를 도지준 것
집세, 도지 수입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소득　

사회보험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업급여

기타정부지원금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사회단체보조금 생활보호급여

사적이전소득　

따로 사는 부모님 도움

따로 사는 자녀 도움

그 외 친척, 친지 보조금 송금 

기타 이전소득 증여 수혜금

증여, 상속

축의금, 조의금

기타소득　

상금

기타보상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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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 구성 표

피보험자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대상자
18~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의18세부터 
60세 미만의 
비소득활동자 

60세 이전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61세~65세 

적용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업장 사용자 
절반 부담)

기준소득월액의 
9 %      

(2005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9 %

-

급여 시급 
개시 연령 

1969년 이후에 출생자는 65세.                                  
   그 이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수령연령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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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일본 공적연금 구성 표

피보험자 
구분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

대상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영업자, 
농업자, 무업자 

등

70 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사학교원

피부양 배우자

(전업주부 등)

적용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

후생연금

국민연금 + 

공제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15,250 엔

보수액에 비례 

17.474 %

노사(勞使) 
절반 부담

보수액에 비례 

16.924 %

노사(勞使) 
절반 부담

제 2호 피보험자 
연금이 부담

(본인 부담 
없음)

급여 시급 
개시 연령 

65 세

남성: 61세　
여성: 60세

*남성 2025년, 
여성 2030년 
까지 65세로 

인상 

65 세60) 65 세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율이 1/2로 

60) 1961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가입자(일반조합원)의 경우 65세부터 연금 급여를 받는다. 그

러나 그 이전에 출생한 가입자 즉, 1941년 4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가입자는 60세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출생한 가입자의 경우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출처: 전국시정촌직원공제조합연합회. ‘연금급여사업’. [최종검색일: 2015. 9.16]

   <http://www.shichousonren.or.jp/pensioner/benefit/65mim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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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Informal Family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Private Income Transfers

                                                       Sun, Sunghae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order to capture the reality of informal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a format of “sharing” in 

private community, especially in a parent-child framework, neither by 

the state nor the market. “Private income transfers,” the exchange of 

financial resources within family members, reflect family system with 

the primary value of societies wherever it is located. This paper 

analyzes how cultural norm or behavior embedded in family can 

influence the welfare system by comparing South Korea and Japan 

where share the same tradition of primogeniture from the Confucian 

culture.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highlights the practice of the 

family welfare in two countries is conducted very differently in spite 

of a similar cultural background. In South Korea, the privat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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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s from children to parents is widely prevailed and financial 

supports for man’s family are regarded more importantly due to the 

patriarchal background. However, the same way of the transfers in 

South Korea is rarely witnessed in Japan and the patriarchal behavior 

is less observed.  

      What are the reasons of these discrepancies? I first assumed the 

different level of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ies but the empirical evidence could not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variable and the maturity of the welfare system. 

      The paper finds an answer to this question in a cultural 

component that is shaped from the feature of social capital rooted 

from dissimilar family structure and cultural protocol. In particular, 

inheritance system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should gain more 

attention. Family support culture in South Korea conventionally 

displays primogeniture that the oldest son inherits major portion of 

his parents' properties than any of his siblings. However, by providing 

smaller share of the inheritance, the rest is also imposed to support 

parents. The preservation and progression of the ethical norm result 

in a continuous interchange in family and activate the broader 

network in the format of th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he inheritance system that the 

eldest or a single son is for parents’ properties to maintain the 

permanency of his family. That is why being an heir implies that 

parents' fortune as well as responsibilities are given. The tradition of 

succession in family still exists in Japan and parents are suppor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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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hild of theirs. A lack of dynamic private income transfers in 

Japan is caused from a limited and vertical line of associ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informal welfare system in Japan reflects 

more realistic conditions than the one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diverse cultural protocol leads to the 

distinctive informal welfare system and suggests a variety of welfare 

body.

Key Words: Family, Welfare, Private Income Transfers, South Korea, 

Japan, Inheritance System, Social Capital, Network, 

Recipro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