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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세 계: 

동거여부  화빈도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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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계에 한 연구에서 기혼여성과 이들의 친정부모간의 계에 

한 연구는 충분히 축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세 간 동거여부와 화빈도를 통해 이

러한 세 계를 근하고 있다. 일본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 세 계는 기혼여성들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그리고 친정부모의 상황에 따라 차별 이라는 측이 가능하다. 이를 

해 <일본 2003년도 제2회 국가족조사>를 이용해 친정부모와 시부모 양가의 일원이 모두 생존

해 있는 30～40  기혼여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정부모와 동거할 확률(시부모와의 

동거를 통제한 상태)은 부인의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형제가 있는 경

우 친정부모와의 동거확률은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와 함께 친정부모 모두가 생존한 경우보다는 

친정아버지만 생존한 경우에 해당 동거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친정부모

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한 상태)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낮았으며,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낮았다. 한편, 해당 화빈도는 친정부모  한 분만 생존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한, 남편

보다 부인의 학력이 높거나 친정부모에 한 남편의 태도에 만족하는 경우에 친정부모와의 

화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수가 많으면 동거가능성도 낮아지지만 화빈도도 낮아지는 

결과는 형제자매간에 세 간 동거나 화가 어느 정도 분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홀로된 

친정부모와의 동거가능성이 높고 화빈도가 많은 은 노부모에 한 다양한 지원과 자녀로서

의 마음쓰임을 보여 다. 친정부모와의 화빈도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부부간 학력차

이나 남편의 친정부모에 한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은 기혼여성들이 시부모와 남편의 

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기혼여성들의 세 간 계를 분석하는 작

업에서 다양한 가족 계를 동시에 고찰하고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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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 으로 노후부양의 책임을 일차 으로 가족들

이 맡아왔다(야스다토키오, 2004; 이수진, 2006; 야마토 이코, 2010; 김정님, 

2011). 노부모에 한 가족부양책임의 의식과 행 는 형 으로 노부모와 아

들부부의 동거, 장남의 단독 상속제 등 가부장제  특성을 가진 일본의 이에

(家) 규범을 통해 유지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 규범에 의하면 노부모에 한 

자녀, 특히 아들의 부양은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졌다(니시오카하치

로, 2000; 시시도쿠니아키, 2006).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출산은 격한 가족의식  가치 의 변화와 함께 성

인자녀와 노부모세 간의 변화를 래하 다. 부분의 동아시아 국가가 경험하

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혼자 혹은 부부만 사는 가구가 격히 증가하는 반면, 3

세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수는 크게 감소하 다(니시오카하치로, 2000; 타부치

로쿠로, 2009). 여기에는 출산율 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 은 세 들의 도시

로의 이주 등이 주요한 인구학  조건으로 작동하 다.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시하고 독립 인 삶을 지향하는 태도 한 이에 지 않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은기수·이윤석, 2005; 니시노미치코, 2008; Nishino, 2012).

고령화 상이 일  진 된 일본에서는 노후 삶을 보장하기 한 공  제도가 

한국에 비해 발달되고 정착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1985년에 국민기 연 제도

가, 2000년에는 공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노년기에 

요구되는 경제  지원이나 돌  서비스를 자녀가 아닌 공  기 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다(야마토 이코, 2010; 김정님, 2011). 공  지원과 서비스는 자녀

세 로부터 받는 부양에 한 기 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

늘날 일본의 노인들 에 자녀로부터의 경제 , 신체  지원을 당연시하는 비

율이 낮다는 이 이를 반 한다(타부치로쿠로, 2006).

성인자녀와 노부모 세 간의 계변화에서 주목하는 한 가지 상은 기혼여성

과 친정부모간의 계이다. 출산에 따른 형제자매수의 감소는 외동아들과 외동

딸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들로 맺어진 부부에서 남편부모와의 동거나 남편부모와

의 계를 압도 으로 우선시하는 이에(家)  가족 계의 행이 지속될 기반

은 약화될 것이다(Akihide Inaba, 2011). 한편, 여성지 변화에 따라 부계 우선

 행은 약화되며, 남편부모  부인부모와 균형 있는 계를 맺는 양계화된 

세 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망도 있다(야마토 이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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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인 연구들에 의하면 오늘날 일본에서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계가 

해지고 있다(시라하세사와코, 2005; 치토세요시미, 2010; 김정님, 2011). 특히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계는 부양규범보다는 애정 인 유 에 기반을 둠으

로써 정서 인 교류가 시부모보다 더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노부모의 입장에

서도 정서  지원과 교류는 아들보다는 딸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시라하

세사와코, 2001; 이수진, 2006; 다나카 이코, 2006; 이와이노리코·야스다토키오 

2008; 카도요쿠, 2011; Eun, 2012).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계와 그 변화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노부모와 자녀세 에 한 연구들은 

체로 남편부모와의 계를 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계를 세 간의 동거여부와 화빈도를 통해 근하

고자 한다. 세 간의 계는 생애주기상의 단계에 따라 역동 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30～40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그 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이론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혼여성의 개인특성과 이들의 가족원 특성을 심으로 근하고자 한다. 기혼여

성의 가족원에는 남편과 자녀, 기혼여성의 형제자매, 이들의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포함된다. 남편과의 계에서는 부부간 지 를 보여  수 있는 연령차와 학력차, 

그리고 친정부모에 한 남편태도의 평가 등을 포함하 다.

자녀특성으로는 자녀수와 미취학아동유무를 고려하 다. 기혼여성의 형제자매

는 그 수와 남자형제유무를 포함하 다. 남편의 형제자매 특성 한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계에 직  혹은 간 인 향을 미칠 것이나 자료상의 제약으

로 포함하지 못하 다.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특성으로는 각 부모의 생존 황을 

고려하 다. 시부모의 경우에는 시부모와의 거주형태를 함께 고려하 다.

세 간 동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한 연구들은 체로 각 세 의 필요와 

자원, 그리고 독립 인 생활에 한 선호도가 조합되는 과정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다(한경혜·윤성은, 2004; 정재기, 2007; Kojima, 1989; Martin, 1989; Tsuya and 

Martin, 1992; Kim and Rhee, 1997,  2000; Ogawa and Retherford, 1997; Kim, 

Anderson and Romani, 2000; Kim, 2004, 2010, 2012; Tabuchi, 2012).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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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동거여부도 이러한 틀에 기 하고 

있다. 가령, 친정부모가 돌 이 필요한지는 친정부모가 갖는 동거의 필요성을 보

여 다. 한편, 어린 자녀의 존재는 자녀양육에 지원이 필요한 기혼여성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기혼여성이 친정부모와 동거할 지를 설명함에 있어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친정부모와 시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

에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가 통제된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형제자매 상황은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에서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동거는 남편이 장남이 아니거나, 부인에게 남자 

형제가 없는 장녀일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시시도쿠니아키, 2006). 한편 형제자매

수가 많으면 그 만큼 자녀의 입장에서는 동거의 상자로 선택될 가능성 한 

낮아진다.

친정부모와의 동거에는 친정부모의 결혼상태가 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

다. 노부모 , 배우자 사별로 인해 홀로 남게 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지 

않다(니시오카하치로, 2000; 타부치로쿠로, 2009). 친정부모와의 계에서도 친정

부모가 사별한 상태에 있을 경우, 기혼여성이 동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가능하다.

세 간의 동거에 비해, 세 간 연락과 은 앞서 언 한 필요와 자원 모형에

서 상 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정서  교류의 형태로 세 간 이 일

어날 경우, 필요와 자원 이외에도 서로간의 정서  유 감이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기원, 2001). 본 연구에서는 세 간 지원이 요구되는 조건들( . 

친정부모의 돌  필요여부, 어린 자녀의 유무 등)을 일부 통제했을 때 기혼여성

과 친정부모간의 연락빈도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친정부모와의 연락빈도에서 특히 주목하는 요인들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남

편의 특성, 형제자매수  친정부모의 생존상황이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의 

경우 친정부모와의 연락이나 횟수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 상된다. 한

편, 부부간의 지  차이 한 친정부모와의 연락빈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부부간 연령  학력면에서 부인의 상  우 는 기혼여성이 친정부모와 보

다 자유롭게 연락하거나 할 가능성을 남긴다.

부인의 형제자매수 한 친정부모와의 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형제

자매수가 많을수록, 많은 형제자매들이 친정부모와 함께 교류할 것이므로 해당 

기혼여성의 몫은 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친정부모  한 분만 생존하고 있

을 경우, 안부 화와 방문이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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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가족사회학회 국가족조사 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제2회 

국가족조사(NFRJ-03)’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일본 가족의 사회문화

, 인구학  추세에 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목 을 가진 국 규모의 

사회조사로 1998년에 제1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매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단계 층화2단 무작 추출방법을 통해 표본의 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2회 조사는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국에 거주하는 1926년부터 1975년 사이

에 출생한 일본인 6,302명을 상으로 하 다.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동거여부와 화빈도를 악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사례를 추출하 다. 우선, 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30 와 40  연령층의 기혼여성(1,143명)을 선택하 다. 이들 연령층은 생애주

기상 자녀양육이 여 히 생활의 심이 되고 있지만, 노부모에 한 부양부담

은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연령층은 친정부모와 시부모

가 함께 생존해 있는 가능성이 상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분석에 요구되

는 한 사례수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앞서 선택된 연령 의 기혼여성 에서 친정부모와 시부모 각각 한 

명이상 생존하고 있는 사례(966명)를 선택하 다. 이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나 

화빈도에 시부모의 존재가 미치는 향을 통제하거나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비

롯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에 포함된 련변수들에 결측치를 보인 사례(113

명)를 제외하 다. 분석에 동원된 변수가 많고, 태도나 의식을 묻는 문항들이 있

어 제외된 사례가 지 않다는 을 밝 둔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확보된 사례는 총 853명이다.

다음의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사례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친정부모

와의 계는 동거여부와 화빈도를 통해 근하고 있다. 친정부모와의 동거는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같은 단지나 건물 내에 살

고 있는 경우, 이웃집 등으로 한정하 다. 결과, 분석 사례  7.9%가 재 친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부모와의 화빈도는 ‘지난 1년간 깊은 화를 어느 정도 하 습니까( 화

통화도 포함합니다)?’ 라는 질문과 그에 한 6  척도의 응답을 통해 측정되었

다. 친정부모와의 화가  없다는 비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친정부모와 

월 1～2회 간격으로 화를 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이를 이어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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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분포 변수 평균/분포

<친정부모와의 거주형태> <시부모와의 거주형태>

   동거 7.9%    동거 26.9%

     같은 집 5.5%      같은 집 21.1%

     같은 단지/별동 2.0%      같은 단지/별동 4.3%

     이웃집 0.4%      이웃집 1.5%

   별거 92.1%    별거 73.1%

     도보거리이내 9.7%      도보거리이내 11.6%

     1시간미만 거리 44.9%      1시간미만 거리 32.1%

     3시간미만 거리 18.1%      3시간미만 거리 13.7%

     3시간이상 거리 19.4%      3시간이상 거리 15.7%

<친정부모와의 화빈도> <남편과의 계>

  1=  없음 3.0%   부부간 연령차이 비율분포

  2=년 수회 25.0%      부부 같은 연령 16.0%

  3=월 1～2회 32.1%      부인이 연상 16.1%

  4=주 1～2회 21.2%      남편이 연상 67.9%

  5=주 3～4회 8.6%   부부간 학력차이 비율분포

  6=거의 매일 10.1%      부부 같은 학력 44.3%

  평균수치 3.62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학력 16.3%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학력 39.4%

<개인특성>   친정부모에 한 남편태도 만족 78.8%

  연령   결혼생활에 한 만족 76.7%

   30 54.0%

   40 46.0% <자녀>

  거주지역   자녀수 1.9명

   읍면 지역 20.7%   미취학 아동 있음 (vs. 없음) 44.0%

   인구 10만 미만 도시 17.6%

   인구 10만 이상 도시 39.9% <부인의 형제자매>

   인구 50만 이상 도시 21.8%   부인의 형제자매수 1.5명

  부인의 학력   부인의 남자 형제 있음 (vs. 없음) 60.0%

     고등학교 졸업이하 40.0%

     단과 학/ 문  졸업 45.3% <부인의 친정부모>

     학교이상 졸업 14.7%   친정부모가 돌  필요함 7.6%

  재 취업 임 55.0%   친정부모 생존여부

  주  건강상태가 양호 70.9%      친정부모 모두 생존 비율 70.8%

  주  경제상황이 좋음 39.2%      친정어머니만 생존 비율 23.2%

     친정아버지만 생존 비율 6.0%

<표 1> 변수와 사례분포 (n=853)

수차례, 그리고 주 1～2회 정도로 화를 하는 비율이 각각 25.0%와 21.2%로 나

타났다. 한편, 주 3～4회 이상(거의 매일 포함) 화를 하는 비율은 18.7%에 이르

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친정부모와의 화빈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화

빈도가 낮은 범주에는 1, 빈도가 높은 범주에는 6의 값을 지정한 결과, 평균값이 

3.62 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에서는 계량화된 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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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의 계는 동거여부를 통해 근하 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한 친

정부모와 마찬가지로 시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같은 단지나 건물 

내에 살고 있는 경우, 이웃집 등으로 한정하 다.1) 분석사례  시부모와 동거하

고 있는 비율은 26.9%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친정부모와의 동거비율에 비해 

매우 높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세 간의 동거는 주로 남편의 부모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시부모와 동거는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시부모와 친정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친정부모와의 

화빈도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기혼여성의 특성으로는 연령, 거주지역, 학력, 취업여부, 건강상황과 건강상태

에 한 주  평가 등을 고려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령은 30～49세

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평균값은 39.0세로 나타났다. 분석 사례  인구 50만 이

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21.8%, 인구 10만 이상에서 50만 미만에 거주하

는 비율은 39.9%로 나타나 다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함을 알 수 있다.2)

교육수 면에서 분석사례의 다수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학교 이하 학력

은 매우 극소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서 특히 단과 학이나 문 졸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부는 “ 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

까?”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분석사례의 55.0%가 재 취업 인 것으로 나타났

다.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들 여성의 취업률은 30 보다는 40  연령층

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자녀의 양육부담이 높은 시기에는 잠

시 일을 쉬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M자형 취업형태

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건강상태에 한 주  평가는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

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과 그에 한 5  척도의 응답(매우 좋음, 좋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지  매우 좋음과 좋음을 

‘건강한 편’으로 묶고 나머지를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분류하 다. 그 결과, 분석

사례의 70.9%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구의 경제상황에 한 주  평가는 “ 재 본인 가구의 경제  상황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과 그에 한 4  척도의 응답(매우 좋

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앞의 두 가지 응답을 ‘좋

1) 타부치로쿠로(2006)는 노부모와 자녀가 별거를 하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을 반 하여 세

간 거주형태를 ‘같은 집,’ ‘같은 단지/별동,’ ‘이웃집’까지를 “동거-이웃집 거주”의 한 집단으로 분

류하기도 하 다.

2) 일본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령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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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뒤의 두 가지 응답을 ‘나쁨’으로 이분하 다. 자신이 속한 가구의 경제상황을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계는 부부간 연령차이, 학력차이, 친정부모에 한 남편태도 평가, 

결혼생활에 한 만족도를 고려하 다. 부부간 연령차이가 없는 사례는 16.0%, 

부인이 연상인 사례는 16.1%, 남편이 연상인 사례는 67.9%로 나타났다. 한편, 학

력 면에서 부부간의 차이가 없는 사례는 44.3%, 부인의 학력이 높은 사례는 

16.3%, 남편의 학력이 높은 사례는 39.4%로 나타났다. 체로 남편의 학력과 연

령이 부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친정부모에 한 남편 태도는 “본인 부모에 한 배우자의 우방식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한 4  척도의 응답(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이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이분하 으며, 분석사례의 7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생활 만

족도는 “결혼생활 에서 부부 계 체에 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

까?(성생활에 한 만족도는 별도로 있음)”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이 한 4  척

도의 응답(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이분하 다. 분석사례의 76.7%가 배우자와의 계에 해 반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한 항목으로는 자녀수와 미취학아동유무를 고려하 다. 분석사례들

의 평균자녀수는 1.9명이었다. 가구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비율은 44.0%이다. 

이는 부분 30  연령층의 여성에게서 발견된다.

자녀수에 이어,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를 고려하 다. 남편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가 시부모와의 동거 가능성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친정부모와의 동거 가능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에

서 남편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에 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

하지 못하 음을 다시 밝 둔다. 분석사례들의 평균 형제자매수는 1.5명이며, 

남자형제가 있는 비율은 60.0%로 나타났다.

친정부모의 상황으로는 친정부모가 돌 이 필요한지, 그리고 친정부모 모두

가 생존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친정부모가 돌 이 필요하다는 기혼여성들은 

분석사례의 7.6%이다. 한편, 친정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70.8%, 친

정아버지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6.0%,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23.2%로 나타났다.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생존비율의 차이는 노년기 남녀별 

기 수명의 차이를 반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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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와 화빈도 분석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거주형태를 동거(이웃집 거주 포함)와 별거로 이분하

고, 별거를 거로 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부모와의 동거는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제약한다. 따라

서 여기서의 분석도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하는 데서 출발한다. 상했던 

로 시부모와의 동거는 친정부모와의 동거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이외에,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은 매우 제한 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특성  거주지역과 주  건강상태,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와 남자형제유무, 친정부모의 생존상황만이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 그 외 변수들은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

기혼여성이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친정부모와의 동거경향이 낮아지

고 있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과 시골에 남은 친정부모와의 지리  거

리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인의 건강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기혼

여성들이 그 지 않은 여성들보다 친정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나타난 주  건강상태의 효과는 친정부모로부

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친정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한 지원은 어린 자녀에 한 돌 이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가구내 미취

학 아동의 존재나 기혼여성의 자녀수가 친정부모와의 동거에 향을 미치지 않

는 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특성으로 포함된 부부간 연령차이, 부부간 학력차이, 친정부모에 한 

남편의 태도에 한 평가, 결혼생활에 한 만족도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자녀수와 미취학아동

의 유무 한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뚜렷한 효

과를 보인다. 이들 여성의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친정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은 낮

아지고 있다. 성인자녀  한 사람이 친정부모와 거주하는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는 해당 여성이 친정부모와 동거할 인구학  조건을 의미한다. 한편, 

세 간 동거는 체로 아들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혼여

성의 친정부모는 여성의 남자형제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에도 세 간 동거는 아들과 노부모간 동거가 주축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다.

기혼여성의 친정부모가 돌 을 필요한 상황은 세 간 동거에 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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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exp(b)

상수 -1.784 * 0.812 0.168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시부모와 동거 (vs. 별거) -2.492 *** 0.620 0.083 

<개인특성>

  연령 0.373 0.358 1.451 

  거주지역 (vs. 읍면지역)

   인구 10만 미만 도시 0.141 0.409 1.151 

   인구 10만 이상 도시 -0.925 ** 0.382 0.396 

   인구 50만 이상 도시 -1.131 ** 0.479 0.323 

  학력 (vs. 고등학교졸업이하)

   단과 학/ 문  졸업 -0211 0.340 0.810 

   학교이상 졸업 -0.743 0.528 0.476 

  재 취업 (vs. 비취업) 0.288 0.327 1.334 

  주  건강상태 (양호 vs. 나쁨) 0.867 ** 0.362 2.379 

  주  경제상황 (좋음 vs. 나쁨) -0.328 0.325 0.720 

<남편과의 계>

  부부간 연령차이 (vs. 부부동갑)

   부인이 연상 0.189 0.481 1.208 

   남편이 연상 -0.270 0.409 0.763 

  부부간 학력차이 (vs. 부부 같은 학력)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학력 0.305 0.434 1.356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학력 0.213 0.358 1.237 

  친정부모에 한 남편태도 만족 (vs. 불만족) -0.111 0.413 0.895 

  결혼생활 만족 (vs. 불만족) 0.213 0.416 1.238

<자녀>

  자녀수 0.195 0.176 1.215 

  미취학 아동 있음 (vs. 없음) -0.050 0.388 0.951 

<부인의 형제자매>

  부인의 형제 자매수 -0.592 *** 0.208 0.553 

  부인의 남자 형제 있음 (vs. 없음) -1.245 *** 0.347 0.288 

<부인의 친정부모>

  친정부모 돌  필요 (vs. 필요 없음) 0.516 0.497 1.676 

  친정부모 생존여부 (vs. 모두 생존)

   친정어머니만 생존 0.404 0.342 1.497

   친정아버지만 생존 1.799 *** 0.485 6.046 

* p<0.10, ** p<0.05, *** p<0.01

<표2>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한 로짓회귀모형 (n=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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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가능하다. 먼  친정부모가 필요한 돌 을 충족시

키려는 세 간 동거에서 기혼여성보다는 이들 여성의 남자형제가 우선시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들에 한 신체 , 도구  돌 의 상당 부분이 가족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한 세 가 동거가 크게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정부모의 생존상황은 친정부모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가, 친정아버

지만 생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친정부모가 둘 다 생

존하고 있는 경우보다 친정아버지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세 간 동거 가능성

이 높지만,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친정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있거나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 이들 부모

는 독립 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만 홀로 남았을 경우, 기

혼여성과의 동거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음의 <표 3>은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에 한 회귀분석결과이다. 앞의 <표 

2>에서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악하기 해 동원되었던 변수들에 친정부모

와의 동거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한 모형으로 근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되는 

화빈도는 면 과 화통화 등을 포함한다.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면

이 일상 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화빈도 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주

어진 표에 의하면,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화빈도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한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이 그 지 않은 여성들보다 친

정부모와 화하는 횟수가 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특성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향을 미쳤던 거주지역과 건강

상태에 한 주  평가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화 등을 통해 친정

부모와의 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에 따른 지리  거리의 효과의 유의

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주  건강상태 한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에서는 

그 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해 설명력이 없는 남편의 특성은 화빈도에서는 

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간 학력차이와 친정부모에 한 남편태도의 

만족여부가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부인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을 경우에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화빈도가 많아진다. 한

편, 친정부모에 한 남편의 태도에 만족할수록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화빈

도가 많아진다.

자녀수와 미취학아동유무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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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beta 

상수 3.319 *** 0.224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

  친정부모와 동거 (vs. 별거) 1.741 *** 0.156 0.357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시부모와 동거 (vs. 별거) -0.237 ** 0.095 -0.081

<개인특성>

  연령 -0.099 0.010 -0.078

  거주지역 (vs. 읍면지역)

   인구 10만 미만 도시 0.047 0.128 0.012

   인구 10만 이상 도시 -0.109 0.110 -0.043

   인구 50만 이상 도시 -0.099 0.126 -0.035

  학력 (vs. 고등학교졸업이하)

   단과 학/ 문  졸업 0.158 0.320 0.069 

   학교이상 졸업 -0.324 ** 0.133 0.088 

  재 취업 (vs. 비취업) -0.090 0.088 -0.035

  주  건강상태 (양호 vs. 나쁨) 0.052 0.090 0.018 

  주  경제상황 (좋음 vs. 나쁨) -0.058 0.085 -0.022

<남편과의 계>

  부부간 연령차이 (vs. 부부동갑)

   부인이 연상 0.127 0.140 0.036

   남편이 연상 0.011 0.110 0.004

  부부간 학력차이 (vs. 부부 같은 학력)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학력 0.215 * 0.125 0.061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학력 -0.001 0.096 -0.001

  친정부모에 한 남편태도 만족 (vs. 불만족) 0.219 ** 0.111 0.069 

  결혼생활 만족 (vs. 불만족) 0.023 0.108 0.007 

<자녀>

  자녀수 0.005 0.048 0.003 

  미취학 아동 있음 (vs. 없음) 0.149 0.102 0.057 

<부인의 형제자매>

  부인의 형제 자매수 -0.147 *** 0.043 -0.113 

  부인의 남자 형제 있음 (vs. 없음) -0.064 0.088 -0.024 

<부인의 친정부모>

  친정부모 돌  필요 (vs. 필요 없음) 0.197 0.150 0.040

  친정부모 생존여부 (vs. 모두 생존)

   친정어머니만 생존 0.638 *** 0.098 0.207

   친정아버지만 생존 0.290 * 0.173 0.053

* p<0.10, ** p<0.05, *** p<0.01

<표 3>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에 한 다 회귀모형 (n=853)



일본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세대관계  67

정부모와의 화빈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형제자

매수는 여 히 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친정부모와의 

화빈도는 어진다. 친정부모와 화하거나 할 수 있는 기혼여성의 형제자

매가 많을수록 화의 기회나 부담이 나눠질 수 있다. 이는 해당 여성의 입장에

서 자주 안부를 교환해야 하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친정부모가 돌 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기혼여성의 화빈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친정부모의 생존상황은 부모 모두가 생존한 경우에 비해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 홀로 생존한 경우에 화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정어머니만 생존한 경우는 친정아버지만 생존한 경우보다 그 효과가 더

욱 뚜렷하다. 이 효과는 앞서 살펴본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는 나타나지 않

은 것이다.

Ⅴ. 맺음말

이 에서는 일본의 년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한 상태에

서 화빈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에서 주목한 변수들은 

기혼여성을 심으로 한 부부 계(남편의 특성  부부간 연령  학력차이), 자

녀 계(자녀수  미취학아동유무), 여성의 형제자매 계(형제자매수  남자형제

유무), 친정부모 계(친정부모의 돌 필요여부  생존상황) 등으로 구분된다.

계량  분석을 해 2003년도에 실시된 ‘제2회 일본 국가족조사자료’ 에서 

친정부모와 시부모 각각에서 어도 한 사람 이상이 생존한 30～40  기혼여성

을 추출하 다. 분석결과,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는 부인의 형제자매수와 남자

형제의 존재, 그리고 친정부모의 생존상태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형

제자매수와 남자형제는 친정부모에게 동거에 가용한 자녀수를 의미한다. 특히 남

자형제의 존재가 기혼여성과 친정부모와의 동거에 부정 인 형을 미친다는 

은 세 간의 동거에서 노부모와 기혼 아들간의 동거가 노부모와 기혼 딸과의 동

거보다는 우선시되는 상을 반 한다.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에서는 시부모 동거여부가 유의한 효과를 보 다. 시부

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의 경우, 친정부모와의 화빈도가 낮게 나타난 은 친정

부모와의 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제약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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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와 친정부모의 생존상태의 효과가 친정부모와의 

화빈도에서도 발견되었다.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화빈도가 어지는 상은 친

정부모와의 화를 여러 형제가 함께 분담하는 상이라 보인다. 한 친정부모

가 모두 생존한 경우보다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가 혼자 생존한 경우에 화

빈도가 많은 은 홀로된 부모에 한 마음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와는 달리, 화빈도에서는 남편의 특성이나 계가 어

느 정도 유의한 효과를 보 다. 기혼여성의 학력이 남편과의 학력보다 높은 경우

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화빈도가 많다는 은 부인이 남편보다 유리한 치

에 있을 때 친정부모와의 계가 상 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친정부모에 한 남편의 태도에 따라 부인이 친정부모와 하는 빈도가 달라

진다는 은 친정부모와의 계에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한 일정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상의 결과들은 친정부모와의 계가 기혼 여성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부인

의 형제자매, 친정부모, 시부모, 남편의 상황 등 다층 인 계 속에서 형성되고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다. 특정 가족원간의 계를 다른 가족원간의 다면

인 계 속에서 근하고 악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다. 이러한 근의 필요성

은 기혼여성 뿐 아니라 기혼남성의 경우에도,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속히 진 되었다. 

출산은 노인들에게는 동거와 세 간 화 상이 되는 자녀수의 감소를, 성인

자녀에게는 노부모에 한 다양한 차원의 부양을 공유할 수 있는 형제자매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아들이 없는 노부모, 남자형제가 

없는 성인자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가 동거할 가능성을 높

이고, 세 간 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구학  조건을 만들어낸다. 향후 친

정부모간의 세 간 계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될 지 측하

는 데에는 인구학  조건이외에 사회 , 문화 , 경제  여건의 변화가 함께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고령화로 표되는 인구학  

요건의 향력은 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친정부모와의 계에 을 두고 있다. 기혼성인자녀와 

노인세 간 계에는 이외에도 기혼여성과 남편부모, 기혼남성과 자신의 부모, 기

혼남성과 부인부모 등의 계가 포함된다.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시부모와의 동거

나 계가 우선시되는 이에(家)  가족 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지를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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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친정부모와의 계와 시부모와의 계를 나란히 조해보는 연구작업

이 요구된다. 한편, 기혼남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계

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한 기 연구로 본 연구

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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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of Married Women and their Own Parents 

in Japan: Coresidence and Contact Frequency

Cheong-Seok Kim · YoonJoo Cho 

Few studies have done on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of married women and 
their own parents in Japan. This study approaches the topic by examining 
coresidence and contact frequency between generations. The study expects the 
likelihood of living together (including living next door) and the extent of contact 
would differ by the characteristics of woman, her husband, children, her brothers 
and sisters, her own parents and parents-in-law. From the 2003 Survey for National 
Family Research in Japan, selected are 853 currently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whose parent and parents-in-law are aliv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decreases as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increases. In particular, the presence of brother substantially decreases the 
likelihood. Having father only alive (vs. having both parents alive)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parents is conditioned by the 
coresidence with parents-in-law. It also differs by the level of education and its gap 
between spouses. Subjective evaluation of husband's attitude toward her parents is 
important. As in the case of living together,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survival status of parents are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her par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as 
widowhood of parents serves as its demographic condition. The findings that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parent are affected by coresidene with parents-in-law, 
education gap between spouses and husband's attitude toward her paren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married women with her own parents are conditioned by her 
husband and his parents.

 
Key Words: Intergenerational Relation, Family after Marriage, 

Multigenerational Coresidence, Contact between Gener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