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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며느리의 한국에서의 부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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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among daughters-in-law from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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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중국여성, 결혼이주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다. 부양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결혼이주 중국여성과 일본여
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중 비교적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시부모와 부양경험이 있는 여성을 국가별로 5명 이상씩 추천받았고, 한국 기혼여성의 경우 주변의 추천을 
받았다. 연구 예비 참여자에게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본질주제는 ‘효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변의 도움과 격려’, ‘고단한 시집살이’,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문화’,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였다. 

주제어 : 시부모부양경험, 결혼이주여성, Cola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가부장적 문화, 효 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xperiences of caring parents-in-law in Korea among 
daughters-in-law who are currently caring their parents-in-law while living with them, or have experienced such 
care-giving, and who have been married for at least 5 years. Daughters-in-law this study deals with are from 
three countries: Korean women, Chinese and Japanese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by getting married 
with Korean husbands. To find out those women who can express their experiences clearly, this study used an 
intentional sampling method where this study ask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o recommend five 
Chinese and five Japanese housewives who matched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those who have experiences of 
caring their parents-in-law at home, who have lived in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nd who had no difficulty 
in expressing their opinions in Korean language. Korean married women were recommended by the neighbor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those 15 housewives from Korea, china, and Japan. Before doing 
the interview, this study gave explanation of the contents and aims of this study to those  interview 
participants over phone, and got the written consent from each of the women. To analyze the interview data,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The emergent themes identified i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positive perception of traditional nature of filial duty', 'help and encouragement by those who are nearby', 
'exhausting marriage life', 'Korean family culture that is hard to adapt to', and 'unreasonable male-focused 
patriarchal culture.'

Key Words : caregiving experiences in Korea, marriage immigrant women,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patriarchal cultural, filial p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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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부모에 한 부양부담은 신체 으로나 경제 , 심리

으로 매우 커서 부양자의 삶의 건강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 진 사실이

다. 그러나, 국내 부분의 연구가 한국인만을 상으로 

수행됨으로서 부양상황에서의 문화  차이, 문화  가치

의 향력에 한 심은 부족하 다. 여러 가지 이유

가 있겠으나 가장 요한 이유  하나는 그간 우리사회

는 단일문화라는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부양에서 문화

 차이나 동질성 등 문화의 의미까지는 고려하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실제 1990년 반, 혹은 2000년 반까

지만 해도 다문화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하 다.

그러나 2014년 한국은 다문화에 한 사회  심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

이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은 다문화가족  

89%(196,789명)로  다문화가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1]. 아직까지 여성이 노부모 부양에서 주된 역할을 하

는 한국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학  변화는 노인부양에

도 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노인부양에 있어 문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한 결혼이주여성은 은 층의 

탈농‧이 으로 이미 오래 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

고, 이에 따른 후속세 의 단 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농 을 지탱해  안이기도 하다[1]. 이러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에는 시부모와의 계가 무엇보다 요하고, 결혼이주자 

여성의 상당수가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근처에 사는 경우

가 많아, 이들의 시부모부양의 경험에 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문화 으로 성장배경이 다르다 해도, 한국의 기혼여성

이나 결혼이주 여성 모두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공통 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시부모부양에는 

한국  상황에 따른 공통 이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는 이 에 연구의 을 두었다.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서구의 경우 부양에서 문화

가 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부양과 문화 간의 

련성을 악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2-6].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양 인 연구로 부양부담이나 부양가치

(가족주의 가치 , 효의식), 처 략이나 사회  지지

에서 문화(인종)의 차이를 악하고 있다. 이는 소수 발

표된 국내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다[7-8].

한편, ‘문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기 해서는 방법론

이 상당히 요한 문제이다. 심층면 , 찰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다양한 질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

우 양 연구의 결과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

니라[6], 문화에 따른 부양의 요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한 추가 인 정보도 다[9]. 한, 자신의 경험에 한 

본질 인 의미구조를 그들의 언어를 통해 심도 있게 이

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내  경험을 이해하는

데 질  연구방법이 더 합하다. 물론 질  연구방법으

로 부양과 문화 간의 계를 악한 몇 편의 연구가 있다. 

를 들어 Ayalong[10]은 부양에서 문화 간의 차이는 존

재하지만, 공통 인 경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

리카계 미국인과 백인계 미국인 8명을 상으로 하여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통해 ‘가족부양의 통’, ‘가족갈

등’, ‘부양에서의 불 화음’, ‘공 서비스의 낮은 이용’이

라는 4개의 공통주제를 제시하 다. 한 Donorfo와 

Sheehan[11]은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노모와 딸 간의 부

양의식의 유형을 ‘획일 인(undifferentiated)’, ‘냉정한

(dispassionate)’, ‘상호간의 안정 인(mutually balanced)’

의 3가지 유형으로 나 었다. 

이처럼 질  연구는 양 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부

양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이 있지만, 한국기혼여성과 결

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여 질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

구를 찾아보지 못하 다. 단지, 시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와[12-13] 결혼이주여성과 시어머니 모두를 상으

로 한 연구[14-15], 결혼이주여성만을 상으로 한 연구

가 있으나[16], 본 연구에서 심을 갖는 한국의 기혼여

성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

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에  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 다. 이는 아직

까지 우리나라는 부양에서 문화  차이나 갈등에 한 

고려가 기 때문으로 해석되나,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이에 한 면 한 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혼여성과 결혼이주 

국여성  일본여성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봤을 때, 국이 

29.9%, 베트남이 23.25%, 필리핀이 7.8% 순이다[17]. 결

혼이주 일본여성의 경우 상 으로 그 수치가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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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 일본은 지리 으로 인 해 있으며, 같은 유

교 문화권으로서 통  가족문화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결혼이주 국여성  일본여성을 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모계 심 이며 서구 식민지의 

향으로 양성평등 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

경험을 문화  차원에서 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

혼여성, 결혼이주 국여성  일본여성을 상으로 하

여 한국에서의 시부모 부양 경험을 악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층면 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부모 부양

의 경험을 악하기 하여 질  연구방법  하나인 

Colaizzi의 상학  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상학(phenomenology)은 인간 의식과 체험된 삶에 

한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 인 이해를 증

진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18]. 즉, 상학은 상의 

기술에 의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상의 의미

를 밝히는 귀납 이고 기술 인 연구방법이며, 상학  

방법을 통해 상자의 체험(lived experience)을 드러내

고 인간이 체험한 상의 의미를 밝 내어 자연스런 경

험에 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19]. 

상학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 인 자료 분

석 방법  하나인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심리  경험을 

직  찰할 수 없지만, 경험은 인식 하에 있으므로 지각

으로 기술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20]. 

이는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가운데 개인 인 진술보다는 

공통 인 진술을 묶어 단계 으로 추상화시켜나가는 방

법이다. 그리고 참여자의 확인을 통해 연구자가 분석한 

맥락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에 한 검증의 과정을 

걸쳐 연구자의 선입견을 여과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21-22]. 

2.2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밝히고자하는 

상에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한 그 경험

을 잘 표 할 수 있는 상자를 포함하기 해서 의도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

었고, 시부모와 동거부양경험이 있는 국과 일본 여성

을 국가별로 5명 이상씩 추천 받았다. 한국기혼여성의 경

우는 학원생들로 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한국여성 역

시,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고, 시부모 동거 부양경험

이 있는 여성 5명이었다. 연구 비 참여자에게 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 으며,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

담을 진행하 다. 체로 심층면 에 언어 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층면 과정에서 문화 인 차이로 

의미 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2명의 결혼이주 국여성에 해

서는 조선족이며 본 학의 한국어 강사인 박사 과정생

이 심층면 과 사를 담당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  장소는 상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자택 등에서 진행하 다. 자료 수집은 상자별 1~3회 정

도의 심층면 을 통해 내용의 포화상태에 이르기 까지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하 다. 면담시간은 1회기 당 60분에

서 1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내용은 연구 상자의 

서면 동의하에 녹음된 장녹음과 연구자의 장기록 노

트에 의해 사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면담의 기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으로는 부양을 하

면서 어떠한 이 힘이 드십니까? 부양을 하면서 가족이

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부양을 하면서 

힘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의 부양문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국의 부양문화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녀

로서 효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면담

의 매끄러운 진행을 해 단계 으로 하 다. 연구주제 

련한 질문들을 진행하며 미흡한 부분과 애매한 표 을 

확인하 고, 구체 으로 발견된 범주나 과정을 확인하는 

순환  반복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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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기혼여성 5명, 결혼이주 국

여성 5명, 결혼이주 일본여성 5명, 이상 총 15명 이었다. 

그  혼인연령이 5년 미만인 결혼이주 국여성 1명과 

일본여성 1명을 제외한 총 13명을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하

다.

상자의 연령은 평균 39.7세로 40 가 10명, 30 가 2

명, 50 가 1명으로 순으로 40 가 많았고, 혼인연령은 

평균 13.7년 이었다. 시부모 부양 동기는 경제 으로 독

립할 여건이 안됨 6명, 한국의 효 의식 3명, 자녀 돌 을 

받기 함 3명, 부모의 건강악화 1명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기혼여성은 경제  이유보다는 자녀양육에 

있어 시부모의 도움을 제공받으려는 목 이 시부모를 부

양하는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으며, 국결혼이주여성은 

경제  동기에서 독립할 여건이 안 되어 시부모를 부양

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효 문화

가 주된 부양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2.4 질적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Merleau-Ponty의 향을 받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Colaizzi의 방법을 활용하 다. 

Colaizzi[20]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

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

반 이며 추상 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고, 주

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  구조를 기술하

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해 심층면담을 녹음한 내용을 반

복해서 들으면서 필사한 내용과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비교하 으며 면담내용의 정확성을 하여 장노트도 

참고하 다. Colaizzi[20]의 구체 인 분석단계는 7단계

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선화[23]가 제시한 

Colaizzi의 7단계를 참고하여 본 연구와 연 시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에 한 의미형성과 주

제묶음을 통해 소주제 16개, 본질주제 5개를 도출하 다.

본 연구의 본질주제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효 문화의 통성에 한 정  인식’, ‘주변의 도움과 

격려’, ‘고단한 시집살이’, ‘ 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

문화’, ‘남성 심 인 불합리한 가부장  문화’의 다섯 

가지로 분석하 다.

3.1 孝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유교  효 의식에 바탕을 둔 한

국의 통  부양문화에 해 정  인식을 갖고 있었

다. 한․ ․일 삼국은 근 화 이  유교의 직  향

을 받은 문화권으로서 군신 계의 충(忠)과 더불어 부자

계에 있어 효와 충효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산업화 이후 많이 퇴색되

어지기는 했지만 부모 부양을 마땅한 자녀로서의 도리라 

생각하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한 자녀가 부모

를 공경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며, 조부모로 

부터 사랑과 정서  지지를 받는 다는 에서 시부모 부

양을 정 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3.1.1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한국의 효 문화를 좋

게 받아들임

국이나 일본도 산업화 이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효를 시하는 사상과 

농업 등 1차 산업에 기반 한 가족 동  경제구조가 바

탕이 된 가족제도 하에서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 고, 따라서 한국의 효

문화를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옛날 30-40년 에는 같이 사는 것은 당연

한 것이고  장남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

는데 요즘 한국이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끼리 살거나 혼

자 있어도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혼자 살수 없는 

만큼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같은 것이 있어서 혼자 지내

기 어려울 때가 되야 같이 지내고 있지요. 그 신 한국

은 시골은 장남이나 아들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하

더라구요. 보통 일본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싫

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는 한국의 효 문화가 좋다

고 생각하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부모님을 모시

던 효 문화를 좋아해요. 부모님을 모시는것이 불편한 

도 있지만 그래도 모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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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ergent theme in caregiving 
experience of im-laws in Korea

Theme Cluster Emergent Theme

․Positive perception of caring 

parents-in-law among women 

from the same Confucian 

culture;

․Culture of caring 

parents-in-law becomes 

model for children 

Positive perception of 

traditional nature of 

filial duty

․Getting help from 

parents-in-law in adapting to 

Korean life; 

․Getting economic support 

from parents-in-law;

․Parents-in-law care their 

children in dual income 

household;

․Living with parents-in-law 

helps in the emotional growth 

of children;

․Receiving support from 

relatives for caring 

parents-in-law

Help and encouragement 

by those who are 

nearby

․Must discard own life 

patterns;

․No place as wife or mother;

․Exhaustion from excessive 

family livelihood;

․Husband is not on my side;

․Difficulty in taking care of all 

Exhausting marriage life 

the events in the in-law 

household

․Ambiguous boundary and 

wide range of the concept of 

family;

․Ambiguous familiarity among 

family members

Korean family culture 

that is hard to adapt to

․Stress from patriarchical 

mind-set of in-law family;

․Demands of obeying dogmatic 

decision-making from 

parents-in-law

Unreasonable 

male-focused patriarchal 

culture

여자 - 11)    

  

조선족들은 거의 뭐 모시고 살아요 한족들은 거의 따

로 사는 부분이 많고 조선족들은 거의 이제 부모를 모셔

야한다 그런 생각이 옛날 그 한국문화 뿌리가.. 그래서 부

모님들은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한다고 하죠. 효사상이 

있어서... 거의 모시고 사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 7)

3.1.2 부양 문화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됨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3 가 함께 살면서 부모

가 조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연로

한 노인에 해 공경하는 태도, 의범  등 자녀양육에 

있어 본이 된다고 생각하며 자녀교육에 정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효란 자기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서, 한국의 

효 문화를 정 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노후에도 자녀로부터의 효

를 기 하고 있는 심리가 보 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아이

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엄마 아

빠가 바쁘니까 애들이 어머니 간병을 부분 으로 했었어

요. 그러면서 할머니 기 귀도 갈고 시트 같은 것도 갈아

주면서, 옷도 갈아입 드리고 그런 것을 보면 가정교육

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도 따라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괜찮겠

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 5) 

 

효 문화 좋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

님한테 하는 것을 보고 애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효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좋은 산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11)

3.2 주변의 도움과 격려

가족과 사회  계를 떠나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

이주여성 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혼여성 역시 시 가족들

과 친 감을 형성하고 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된 시부모에게 신체 ․경제 ․정

서  서비스를 통한 부양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인 희생은 아니었다. 시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친인척

의 도움과 격려로 부양에서의 상호 호혜성을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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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한국생활 혹은 시 살이 응에 도움이 되

고 있었다.

3.2.1 실생활적응에서의 도움이 됨

 ‘이주’는 요한 생활의 변화와 정신건강에 향을 

주는 변화와 련된 스트 스이다[24]. Oberg[25]는 이주

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하면서 화감이나 불안감을 느

낀다고 하 다. 이러한 이주로 인한 스트 스가 시부모

와의 동거로 해소되고 있었다. 즉, 결혼 기 서툰 신 살

림과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시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도움을 받았다. 시부모는  낯선 한국문화에 한 문화 

수자로서 의․식․주와 생활양식 등 한국문화에 응하

고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 한 언어의 습득

에 있어서도 남편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시부모

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거 없

었어요. 한국말 배울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배

웠어요. 손짓 발짓 하면서 치로 배웠죠.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어서 힘든 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외출할 때마다 

병원이나 시장 갈 때 데리고 다니면서 버스 타는 법도 알

려주시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 10) 

그니까 그런 살림을 다 어머니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리하고 

살림하고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다 어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요. (연구참여자 – 6)  

3.2.2 경제적 지원을 받음

본 연구 참여자 13명  6명이 시부모의 동거부양동기

가 경제  독립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제활

동에 있어 부모님의 농사일을 함께 하거나, 시부모로부

터 자 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도움을 받는 등, 부모

에게 의존 인 경제  여건을 갖고 있었다.  

우리 애기아빠도 서울에서 계속 쭉 살았거든요. 그래

서 패스트푸드 같은거 가게를 열고 얼마 안되서 IMF터

져서 그걸 망하고, 그러면서 랑 결혼하면서 시골에 내

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내려와서는 쫌 어려

웠죠. 경제 으로도 어렵고 심리 으로도 우리 애기아빠

도 어려워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아

버님 어머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았죠. 애기아빠도 일

없고 도 일없고 할 일없고 그러니까 거기 의지하고 살

았죠. (연구참여자 - 8)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시집오는 사람이 부유한 집으로  

시집오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경제 으로는 뭐 그

냥 힘들었죠. 지 도 그 게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먹

고 살만은 한데, ( 략) 생각보다  무 (돈이) 부족하

고 그런 것들은 경제 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힘들

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부모님의 답으로 농사짓고 살

고 있으니 시부모님께 감사하죠. (연구참여자 - 7) 

3.2.3 맞벌이 환경에서 자녀를 돌봐 줌

한국기혼여성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한 사회  시스템이 

재보다 열악했던 과거에,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시부모의 도움으로 양육문제를 해결하

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녀양육이 시부모와의 동거를 선

택하게 된 이유 다. 

맞벌이를 하면서 애 보기가 힘든데..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보다 좀 더 편하고 애들에게도 좋은 듯해요. 할머

니 할아버지니까 더 따르고.. (연구참여자 - 1)

3.2.4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됨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3 가 함께 살면서 조부

모의 사랑과 심으로 정서  지지를 받으며, 이는 자녀

의 정서발달에 정  향을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부모와의 동거) 애기 정서상에서는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애들 정서상에서는 좋

았어요. 그러니까 큰 애한테는 정서상으로 좋았어요. 

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  때도 잘 돌  주시고, 화기애

애한 면도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 6) 

할머니들이 애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지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나 에 커서 힘든 일이 있

고 할 때 보이지 않게 힘이 되어  것 같아요. (연구참여

자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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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부양에 대한 친인척의 지지를 받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친인척들

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고충을 알아주고 자신의 부모를 

잘 부양해주는 데 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 , 따뜻한 

로를 할 때 보람을 느 다. 특히 한국여성들이 결혼이

주여성에 비해 다른 가족들의 지지나 인정을 민감하게 

받아들 으며 사회  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외숙모님이나 외삼 들이 어쩌다 보게 되면 자네가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주시고 얼굴 볼 때마다 고생이 많

다 어깨를 감싸주기도 하고 일 다니면서 애도 키우고 하

느라 고생이 많다 하는 말들을 해주곤 해서 다소 안이 

되긴 해요. (연구참여자 - 1)

가끔 가족들끼리 모이면 막내네가 고생한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들 하셔서 그래도 안이 던 것 같아요. (연

구참여자 - 3)

3.3 고단한 시집살이

가족은 사 인 부분을 공유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가족구성원들의 사생활도 보호되고 존 되어야 한다. 그

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사생활에 한 경

계가 모호하여 자신의 생활패턴을 버리고, 시 가족의 

생활패턴에 무조건 으로 맞추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

었다. 한 동거를 하다 보니 나타나는 상으로 시모가 

자신의 모든 역할을 신해주는 바람에 자신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설 곳이 없는 애매한 서러움도 겪어야 했다. 

한 함께 산다는 이유로 시 의 모든 생업이나 소사를 

모두 자신의 몫으로 감당해내고 있었다.

3.3.1 내 생활패턴을 버려야만 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일상생활

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옷 한번 편하

게 입지 못하고, 여행을 갈 때도 항상 시부모와 함께함으

로서 자신의 생활은 없었다. 한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시부모와 함께 살며 새벽잠을 포기해야 하고 시부모의 

생활패턴에 맞춰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집에서 편하게 옷을 못 입어. 애로사항이기도 하구요. 

특히 한여름에 민소매에 반바지라도 입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어요. 항상 긴바지를 입고 지냈지요.  여행

을 하거나 외식을 할 때도 우리 내외하고 애들하고만 같

이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같이 하시고 한 

번도 안 간다는 말을 안하세요. 시부모님 계실 땐 우리끼

리 여행 한번 못했다는 것이 불편한 이죠. (연구참여자 

– 3)

3.3.2 아내와 엄마로 설 자리가 없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시부모의 

간섭을 받는 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녀양육의 부분

이나 남편과의 계 등에서도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남편의 아내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치를 침

해 받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갈등 상은 Leslie(1967)의 ‘두 명의 주부

가 함께 살아나갈 만큼의 큰 집은 없다’는 말처럼 국 내·

외를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가피하게 부정  

경험을 하게 되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억압[은 고

부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26-27].

내가 있는데도 우리남편이나 애들 일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여하시는 거 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역할을 

본인이 다 하려고 했지요. 같이 오래 살고 내가 직장생활

을 하다 보니 애들하고 있는 시간도 많아서 그 다 생각

은 들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몇 번 큰소리가 났었지요. 

내가 있는데 손주들 일을 일일이 참견하는 것이나 우리 

남편 하나 하나 참견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 등이 불편했

어요. 없을 때면 모르는데 내가 있는데도 그냥 계시면 되

는 일도 나서서 직  챙겨주고 내가 할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니 좀 기분이 이상 하더라구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내 입장에선 무 신경 쓰니까 불편하

더라구요. 이 양반이 내 치와 자신의 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 3)

3.3.3 과다한 가족생업으로 힘이 부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님이 농업 등 경제활동

을 하는 경우 연로한 시부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해 는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시부모의 생업을 

해 노동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생업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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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부모의 생업을 해 여가시간 없이 일손을 도와야

하는 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강요에 의

한 헌신으로 육체  피로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혼 때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농사지으니 도와

주어야 하고 주말에도 늦잠 못자고, 그래서 참 내가 많이  

울었어. (연구참여자 - 4)

희 집은 낚시터까지 해요. 낚시터에 민박집까지 있

어요. 민박에 6개 방이에요. 그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오니까 편한 거 에요. 처음엔 제가 응이 안 되서 밥만  

했어요. 밥만 했는데 처음엔 그 게 만족하시던 분들이 

 가면서, 요구를 더하시고,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것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는 거 에요. 그러다가 제가  

민박 방 청소까지 다 하다보니까 손이 다 까져 피가 날 

정도로 제가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 6) 

3.3.4 남편이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음

시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지지는 부양스트 스

를 감소시키는 가장 요한 자원이다[28]. 그런데, 시부모

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편을 들어주거나 방패막이가 되

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의 편이 되거나 아  집에 들

어오지 않는 등 방 자 인 입장을 취함으로서 가슴에 상

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아들에 한 애착이 강한 한국시

어머니는 연구참여자와 갈등의 순간에도 아들이 집에 들

어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서, 갈등의 

탓이 모두 연구참여자에게 돌아오는 억울함도 겪었다.

어머니와 갈등을 겪을 때 남편은 아  안 들어왔어요. 

하고 막 부딪쳐서 뭐 같은 거 부수기도 하면 애들 아빠

한테 화해서 빨리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긴 해요. 애들  

아빠가 들어오면 어머니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평화롭게 온순하게 있어요. 아들이 하나라서 그런

지 아들만 있으면 달라져요. 그럼 애들 아빠는 나한테 왜 

싸움을 걸어놓고 그러느냐며 타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속이 무 터져서 CCTV를 설치해놓고 가 잘못 했나  

한번 라 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 5)

3.3.5 시댁집안 대소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어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명 과 

제사, 김장 등 세시풍속 때마다 찾아오는 가족들을 한 

음식 장만, 손님을 치르기 한 비 등에 신경을 써야 

했다. 가족들이 함께 비해야 하는 일들도  시부모와 동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몫의 일을 분담하게 되어 

다른 가족과의 계에 불편함이나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 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세시풍속과 자

국의 세시풍속이 달라 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데 올 설에 희 둘째언니가 국에서 왔거든요. 이 

날이 아니면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잠깐 얼굴 보자  

해서 잠깐 나갔다가 한 5시경에 시 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 요. 차례음식, 

도 아무것도 안 한 거 요. 그니까 어머니 말로는 손님들

이 왔다 갔다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는 거 요. 형

님도 안 오고, 동서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온 거 요. 그러

니까 신랑하고, 하고 을 다 부쳤죠. 그 밤에 신랑하고 

을 다 부치고 나서 한 11시 되니까 동서가 왔더라고,, 

그래서 명 날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썩 그게 안 좋

아요. (연구참여자 - 6)

김장을 어느 때는 시 들 와서 같이 담을 때도 있고, 

동서 와서 담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틀리는 거에요. 우리

꺼만 한 100포기씩 담은 거 같아요. 그래도 비 다 하죠. 

그러면 시 나 동서 와서 해가지고 가져가요. 해서 보내

기도 하고. 배추고 무고, 산다고 해야 새우젓하고 젓국하

고 집에 있는 거로 하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연구참여

자 – 10) 

3.4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문화

한국인은 평소에는 핵가족으로 살지만, 명 이나 집안

의 혼상제 등 소사에는 방계 족까지 가족이 모

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 따라서 어디까지

를 친족이라고 하는지 혼동스러워 했다. 한 한국인의 

싸우면서 정이 드는 가족 간의 친 감을 이해하기 어려

워했다. 

3.4.1 가족범위가 넓고 경계가 모호함

가족이란 계승의 주체가 되는 연 계, 성원들 간의 

계를 처리하는 규범, 그리고 체계  조직을 그 구성요

소로 한다[29]. 한 가족은 서로 친 하여 비 가족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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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으며, 서로에 해 애정

을 느끼는 범 도 분명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가족과 비 

가족 간의 경계가 한국과는 다른 결혼이주 일본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본에선 명  때만 가는 사람도 있고 돌잔치 한다 해

도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고 사 들은 안와요. 내가 처음

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가족이라는 거지요. 일본

하고는 많이 달라서..  우리가 가족하면 아빠 엄마 애들, 

부모님과 동거한다면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님까지만 가

족으로 하죠. 근데 한국은 큰아빠 큰엄마 고모, 고모부 참 

많아요. 그 게 다 가족이라고 하죠. 일본은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한국은 범 가 

넓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해도 가족 때문에 힘

든 은 없지요. (연구참여자 – 11)

3.4.2 가족 간의 친밀감이 애매함

한국인의 가족 간의 친 함을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해

하기 어려워했다. 한국인의 직 인 언어표 , 싸우면서 

정이 드는 애매한 친 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러

한 애매함을 情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국은) 처음엔 친하게 지냈다가 다투면 이건 이거고 

건 것이다 하며 서로 싸우면서 풀어지고 그리고 같

이 살아요. 근데 일본에선 한번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상

처 받았다 하면 이제 어머니 집에 가지 말자. 이제 친척

계를 갖지 말자하고 서로 멀어져서 남들처럼 계가 

없이 되요. (연구참여자 – 11)

그러니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본은 좀 조심

스럽게 권하는 그런 스타일 ... 그니까 이게 좀 문화차이

인 것 같아요. 한국은 무 직 이거든요. 일본은 한번  

쿠션 넣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말 자체가 한국은  

직 인 표 이 많잖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라 약간 상

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라 많이 화가 나고 있

을 때는 직 으로 하겠지만 그 지 않을 때는 일단 생

각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면서.. 할 말인지 아닌

지 생각을 하죠. (연구참여자 - 12)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으로 뭐냐면 다 나오는 거고.. 일본은 머리로 먼

 생각하고 움직여요. 정이.. 아 그러니까 생각해서 막 

나오는 거고.. 일본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

자 – 13)

3.5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 부양을 하면서, 가부장

 문화에 한 거부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들만 

선호한다거나, 가정의 사에 한 결정을 독단 으로 

내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가지

고 있어 며느리의 사회활동에 해 제약을 가하는 등, 한

국의 가부장 인 문화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3.5.1 부계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서운함

가부장 문화에서 생된 남아선호사상은 한국, 특히 

농 지역이 강하다. 부계 심 인 사고가 강한 시부모는 

장남에 한 각별한 애정과 손자만을 바라고 있으며, 이

러한 시부모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스트

스를 겪었다. 

장남 주의 사회이라고 요 아직까지는 그 죠. 우리 

어머니는 아직까지 우리 장남 우리 장남해요. 근데 친정 

엄마도 보면 장남을 보면 안쓰러운가 요. 잘 살고 못살

고를 떠나서 ... 장남이 최고고.. 여건만 되면 장남하고 살

고 싶어 하고 그럴 거 요. (연구참여자 - 2)

 둘째 낳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고생했다, 

축하한다 하시는데. 희 어머님은 에서 기껏 딸 낳는

데 축하는 무슨 축하 무슨 고생을 했냐면서 에서 하시

는 거 요. 희 친정엄마가 딸을 셋 낳았는데 친정엄마 

닮아 딸만 낳고 산후조리원에 돈 들어가게 한다고... 무 

속상했어요. (연구참여자 - 6)   

이러한 부계 심 인 사고는 여성의 사회활동제약으

로도 나타났다. 연구의 참여자  한국여성들은 모두 경

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으로 인한 육아의 어려

움으로 시부모와 동거부양을 하고 있었으나, 결혼이주여

성의 경우 한국기혼여성과는 반 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결혼이주 국여성이나 일본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려

고 하는 경우 시부모의 반 에 부딪혔다. 본 연구의 참여

자  한 국여성은 사범  졸업과 일본유학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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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졸업한 수재도 있었고 일본여성의 경우 다수 남

편보다 학력이 높았다. 이에 반하여 남편은 경제 으로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에게 경제 으로 의존 이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부모는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 

돈 잘 버는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기죽을까  연

구참여자의 사회활동을 반 하여 사회활동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 다. 따라서 개인의 발 과 경제활동의 기회

를 놓치고 싶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며느리의 사회활동에 

부정  인식을 갖고 있는 시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은 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 방과 후 국어 

강사를  혼자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침 기회가 있었

어요. 희 어머님은 제가 나가 일하는 거를 무 싫어해

요.( 략)  그냥 안하고 집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래요. (연구참여자 – 6) 

애기아빠 믿고 살수도 없고, 애기아빠 믿을 형편도 못

되고, 나가서 돈 벌어야 겠다 싶어 국어 강의를 다녔어

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랑  여자가 나다니니까 애

기아빠도 싫어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어버니가 자기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잘나가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기죽는 건 보기 싫을 거 같거든요. (연구참여

자 - 8) 

3.5.2 시부모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참아야 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가족문화의 핵심을 이루

고 있는 가부장  문화에서 가장의 독단 이고 일방 인 

의사결정에 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시부모

에게 경제 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안의 소사

에서 자신들과 상의 없이 결정해도 일방 으로 따라야 

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솔직히 이 펜션도 짓겠단 소리 안했는데도 아버님 임

의 로 지으시고, 펜션구조도 우리가 반 를 하는데도 

아버님 임의 로 지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갈등

도 많았었고요. 아버님하고 갈등도 많았고. 그러면서 아

무튼 지었어요. 그러면서 딱 떠맡기시는 거에요. 그리고  

본인은 해줬다. 이거죠. 애기아빠도 맘에 안들죠. 본인은 

여기서 살기 싫은데 이런 걸로 아  러버리니까. (연구

참여자 - 8) 

고집이 무 세고 자기주장이 무 강하다 보니 난 완

히 스맨이었지.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이라 생각이 들었어. 그 지 않으면 항상 시끄러웠을 걸. 

자식이나 구에게나 생각을 굽히는 이 없어. 그러니 

서로 충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야, 지 도 그러시구. 

(연구참여자 – 4) 

4. 결론

본 연구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

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국여성, 결혼이주 일본여성 13명을 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경험을 악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었다. 이를 해 2013년 7월부터 12월 까지 6개

월에 걸쳐 심층면 이 진행되었으며, Colaizzi의 상학

 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에 한 의미형성과 주제묶음을 통해 소주제 16개, 본

질주제 5개를 도출하 다. 

첫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은 같은 유

교문화권으로서 한국의 효 문화를 좋게 받아들이고, 이

러한 부양문화가 자녀에게 본이 된다고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효 문화의 통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효의 윤리에는 나 혹은 개인을 독립  자아로 의식하기 

보다는 ‘가족으로서 우리’의 구성인자로서 제한다[30]. 

따라서 나보다는 우리를 시하는 한국의 효 문화를 

정 으로 받아들 기 때문에 시부모에 한 동거부양이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만난 시부모로부터 도움과 주변의 격려를 통해 

시부모 부양에서 응하고 있다. 부양에서의 상호호혜성

은 한국에서 시부모부양을 정 으로 인식하게 하는 매

개체로 작용하는데, 갈등상황에서 남편과 친인척의 지지

는 한국여성만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부양스트 스 

상황에서도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31]. 

셋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은 시집살이

의 고단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고단함의 바닥에는 

가족구성원을 독립  주체로 여기기보다는, 상호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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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찾

는 가족집단주의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가

족주의 인 사고 속에서 며느리는 시 의 모든 요구에 

따라야 하는 가장 낮은 치에 있다[14]. 따라서 자신의 

요구를  억제하고 심지어 희생하면서도 가족공동의 이익

과 발 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으로 사고를 

하게끔 요구받으며[29], 이러한 가족집단주의 인 사고

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결혼이주 일본여성

은 한국의 가족문화를 이해하고 응하기 어려워했다. 

특히 결혼이주 일본여성에게서 나타난 범주로서 재 일

본의 가족부양제도와 련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후 

일본은 민법개정과 호 제도의 개정에 의한 ‘이에’제도를 

폐지하 다. ‘이에’제도 하에서는 노부모에 한 부양의

무가 단독상속자인 장자에게 있었으나, 1948년 신민법에

서는 단독상속에서 균분상속으로 크게 변화하 고, 노부

모부양은 모든 자녀의 동등한 권리이자 의무로 변화하

다[32]. 이에 따라 일본의 가족이 미국사회와 비교할 때 

오히려 더 개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 

이러한 일본인의 의식의 변화가 재 연구결과에 반 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상으

로 하여, 특히 결혼이주 일본여성을 상으로 하여 한국

의 가족문화나 한국의 가족의 개념 등에 한 이해를 돕

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을 가족원으

로 두고 있는 가족을 상으로 하여 며느리가 자라고 성

장해 온 국가의 가족의 개념과 가족가치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혼이주 국여성의 경우에는 한국가족의 범

나 애매한 친 감에 한 응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없었다. 통 으로 국의 가정은 부계 심의 가장을 

심으로 하는 가족이었으나, 사회주의 사상과 더불어 

부부 심의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러한 가족계획 정책과 개 개방으로 인해 가정부양의 기

능은 약화되었으나, 국가정의 친자 계는 여 하여 세

 간 노동 교환, 경제상 지원, 생활상 돌 , 감정교류 등

의 부양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별

거하는 경우에도 여 히 한 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정된 직계가족의 형태를 갖는 것이  국 가족구

조의 특징이다[33]. 이러한 사회문화  특성과 더불어 본 

연구 상자가 주로 조선족이기 때문에 일본여성과는 달

리 한국의 가족문화에 좀 더 잘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오히려 결혼이주 국여성은 일본여성과는 달리 사회

활동에 한 제약으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 박경

동[34]에 따르면 시부모들은 며느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 이주 여성끼리 통화하며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러한 두려움의 이유는 며느리가 자신의 처지를 객 으

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가정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 있다. 따라서, 부족한 아들에 비해 상 으로 

한 며느리에 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부모의 반

로 사회활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12].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문화에 응하기 

어려워하지만. 그 근 에는 시부모가 며느리의 가족문화

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

서 결혼 기에 결혼이주자 여성을 상으로 하여 한국의 

가족문화에 한 교육만이 아니라, 시부모를 상으로 

하여 며느리 출신국가에 한 교육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서로의 가족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은 한국의 

부계 심 인 사고와 가장권을 가지고 있는 시부모의 독

단 인 의사결정 등 남성 심 인 불합리한 가부장  

문화를 참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 인 한국

의 가족은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한 지 에 있고, 부부

계보다는 부자 계를 시하며, 가족 개개인 보다는 가

문의 한 단 인 집안이 우선하는 가부장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다[29]. 한 가부장  제도 하에서는 남성 가

장이 여성과 나이 어린 남성 가족원을 지배하고 활동을 

통제하는 권 를 갖는데,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남녀평

등 사회를 주장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여성에 한 차별

인 의식이나 행이 남아 있다[29]. 따라서 가부장  

사고로 인한 응의 어려움은 한국의 기혼여성에게도 마

찬가지이지만, 공산화로 한국에 비해 양계 인 가족체계

를 가지고 있는 국이나[33], 신민법이 제도화된 일본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기혼여성에 비해 더 큰 스트 스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32]. 따라서 가장의 권 , 남아

선호사상, 남존여비사상과 같은 가부장  사고로 인해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남편과 시부모 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단 를 

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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