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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은 측정이 가능하다는 측면

에서 세대 관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

회적 지지 자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기혼자녀의 

부모 부양에 있어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이 결합한 형

태를 유지해왔다. 슬하의 자녀 중 장남 내외가 부모를 모

시고 살고, 나머지 자녀들은 혼인 후 분가 형식을 취하던 

장자 직계가족의 형태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사회 변동으로 인해 현대 가족 구조는 변

화된 양상을 보인다. 거주근접성의 측면에서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령 부모의 비율이 높아졌고,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 자녀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중고령 부모의 비율 역시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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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기혼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세대 간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1) 모든 자녀가 기혼 상태이고, 2)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중고령 부모 총 1,191명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하여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
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아들(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때, 근거리에 

기혼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았다. 그러나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하여 기혼아들(들)
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는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이 낮지만,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기혼딸이 있는 중고령 부모는 기혼딸

(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봤을 때 한국의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 특히 

아들(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인 것으로 보이며,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은 근거리 거주 여부와 금액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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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세대 관계가 중고령 부모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기혼자녀

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중고령 부모의 우

울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중고령 부모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국민 연금 도입,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패

턴, 평균 수명의 연장, 독립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선호 등

과 같은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변화(김미숙 외, 
2014; 김유경, 2017; 이삼식, 2006; 정진성, 2004; 최선영, 
장경섭, 2004; 최선영, 장경섭, 2012; Keith & Hong, 1994)
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

다. 실제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세대 간 동거 비율이 감소하면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단독가구 부모의 비율이 78.2%에 달한다(이윤경 외, 
2021). 또한 한국종합실태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근거리 거주 비율

이 증가하는 모습도 함께 보이는데 특히 30∼40대는 5명 

중 1명꼴로 부모와 15분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상림 외, 2016). 근거리 거주는 성인자녀와 부모

가 선호하는 거주 형태로 꼽히고 있으며, 관련하여 노년

기 부모는 ‘자녀들과 가까이 살며 왕래하기’를 성공적 노

후로 여긴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김미혜 외, 2004).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성인자녀들은 부모에게 여

전히 가장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보인다(김현주, 2005; 
Cantor, 1979; Morris & Sherwood, 1984). 동거하지 않는 

세대 관계와 관련한 초기 국내 선행연구는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들의 부양 행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전통적 가족

주의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안

호룡(1991)은 한국 사회에서 장남의 분가는 분가가 아니

라 단지 별거 형태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안호룡, 
1991; 이재경, 1999 재인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하향식 경제적 지원을 주로 제공하는 서구

(Berry, 2008; Eggebeen & Hogan, 1990)와 달리 한국은 성

인자녀, 특히 아들이 부모에게 상향식 경제적 지원을 제

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석재은, 김태완, 2000; 이공, 

2012; 홍경준, 2002)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열에 아홉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정
경희 외, 2017). 이러한 데에는 부계 중심 유교 문화의 영

향 외에도, 자녀 양육과 교육, 노후 생계지원 및 돌봄 등

의 복지 기능을 국가가 아닌 가족이 떠맡았던 역사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김수영, 2004; 최선영, 장경섭, 2004; 최
선영, 장경섭, 2012).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세대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포착된다. 우선, 아들 중심의 경제적 지원 모델에

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2002년 40.2%의 부

모가 주로 장남을 포함한 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았으

나, 2018년에는 27.2%의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공동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14.9%만이 주로 아들에게 생활

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경제

적 지원의 규모가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 용돈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승권, 2014). 이는 일견 

딸의 역할이 확장되는 양계화 현상과 맞닿아 있을 수 있

다(김자영, 강승묵, 2011; 한경혜, 윤성은,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보건대, 기능적⋅구조적 결속

의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은 세대 관계의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이다. 경제적 지원이 기

능적 지지에 속하고 실제로 제공된 지원이라면, 근거리 

거주는 구조적 지지에 속하며 실제로 교환되거나 혹은 지

각된 지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대 관계에 관련된 대부

분의 연구는 정서적⋅도구적 지지 교환1)에 초점을 맞추

고 있고 경제적 지원(기능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였으며2), 특히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거주근접성이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

구는 드물었다. 
한편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자녀

의 관점에서 딸과 달리 아들은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민희, 홍주연, 2010)와 부모의 관점

에서 딸만 있는 경우보다 아들이 있는 경우 노후에 자녀

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고, 딸의 유무나 딸의 수는 노

 1) 대부분의 서구 학자는 ‘세대 간 상호호혜성’에 주목한다(Carr & Gunderson, 2016; Krause & Shaw, 2000; Thomas, 
2009). 그러나 세대 간 지원 행동은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호혜성의 원리가 늘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Geurts et al., 2012; Gouldner, 1960; Schwarz et al., 2010). 
 2)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자녀는 부모와 가까울수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최유석, 

2016; 최희정, 빈보경, 2016; 한경혜, 김상욱, 2010)와 반대로 부모와 거주거리가 멀수록 경제적 지원수준이 높다

는 연구결과(김지경, 송현주, 2008; 최희진, 한경혜, 2017)가 혼재되어 있으며, 먼 거리의 성인 자녀는 도구적 지

원(근거리 거주)의 대체재(代替財)로 경제적 지원 행동을 하며, 여기에는 성차가 없었다는 연구(최희정 외, 2021)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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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대환, 류건식, 2014)처럼 실제 

자녀가 제공하는 부양 현실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부양 

기대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괴리는 부

모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영범 외, 2008). 
즉, 부모의 아들과 딸에 대한 역할 기대(성미애, 2006; 
Kim et al., 2000)에 따라 같은 지원 양상이라도 부모의 우

울감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지원을 지원 여부로만 

측정하고 있으나(고선강, 2014; 박경순 외, 2015; Chen & 
Jordan, 2018; Ju et al., 2016; Lee et al., 2014), 성인 자녀가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지원 여부’와 ‘지
원 금액’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 여부는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Chen & Jordan, 2018; 
Zhang et al., 2021), 실제로 받은 지원 금액에 관한 연구는 

“노후에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인식(Lee et al., 1995)”의 측

면에서 자녀에게 지원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부모의 심리

적 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가문정, 2018; 전예

원, 2021; Hezel, 2020). 이처럼 경제적 지원을 받느냐 받

지 않느냐와 얼마나 받느냐는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지원에 대하

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부모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인 

단독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동거하지 않는 기혼아들과 기

혼딸들이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 및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

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

울감 간의 관계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근거

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

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

울감 간의 관계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근거

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경제적 지원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중고령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 혹은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긴 하나 연령이 높을

수록 비율이 높아져,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생활비의 약 

42%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성인자

녀가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 관

한 국내 연구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모가 

받지 않는 부모보다 더 우울하다는 결과(박경순 외, 2015; 
이여봉, 2019)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

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가문정, 2018; 전예원, 
2021),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가 유의하

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곽인숙, 2011; 원경혜, 2013; 
Lee et al., 2014)가 혼재되어 있었다.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이 아시

아 국가를 연구한 결과가 주를 이루며, 서구의 연구 결과

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상향식 경제적 지원이 가족주의에 입각한 부양

의식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공식적 사회적 지원 중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Zhang et al., 2021)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우울

감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Hezel, 2020) 등 국내 연

구동향과 마찬가지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었다. 
성인자녀가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성인자녀의 성별, 중

고령 부모의 우울감과 관련하여, 자녀의 관점에서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부모 부양 의지를 연구한 김민

희, 홍주연(2010)은 딸과 달리 아들은 부모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김대환, 류건식(2014)은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와 부양 의존

도를 연구한 결과, 딸만 있는 경우보다 아들이 있는 경우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경향이 더 높았으며, 딸이 있든 

없든, 딸이 얼마나 있든 딸로 인해 자녀에게 의존할 가능

성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노후 대비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을수록 향후 자녀에게 의존할 경향이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녀의 부양 의지(김민희, 홍주연, 
2010)와 부모의 부양 의존도(김대환, 류건식, 2014)의 불

일치는 부모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결과로 김영범 외(2008)는 3
차(2007년) 한림고령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지원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양

책임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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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모의 행복감은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게 

지원(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모두 합한 

값)을 받을수록 높고, 부모가 가진 부양책임감이 높을수

록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저자(김영범 외, 2008)
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부양 기대와 실제 자녀가 제공

하는 부양 현실 간의 괴리가 부모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괴리는 자녀의 

기대와 부모 의도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Patel과 

Prince(2001)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가 부모

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종종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자녀의 기대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부모에게 흔한 

불안감을 유발함을 밝혔다. 종합하여 볼 때, 만약 전통적 

규범의식의 잔재로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

는 부모가 실제로는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이러

한 불일치로 인해 부모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세대 간 거주근접성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거주근접성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자녀의 동거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편의표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권중돈, 조주연, 2000; 최연희, 2005), 자녀와 동거하지 않

는 부모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부모 자녀 간 거주거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가
문정, 2018; 남보람, 최희정, 2016; 남보람, 최희정, 2018; 
장수지, 2010; 전예원, 2021; 정규형 외, 2013). 반면 서양

의 경우 세대 간 동거가 문화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 여부’보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관계에 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자녀와의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심리

적 복지감에 관한 초기 선행연구는 자녀와의 거주근접성

과 부모의 우울감 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주

를 이뤘다(원영희, 1995; 정규형 외, 2013). 그러나 최근 

그 양상이 달라진 듯하다. KLoSA 5차(2014년)자료를 활

용하여 세대 간 거주거리가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가문정(2018)은 남성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거

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 시간 이상인 집단에 비해 

30분 이상 두 시간 이하인 집단의 우울 점수가 더 낮지만, 
여성 노인은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성에 

따라 거주근접성이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KLoSA 1차(2006년)에서부터 7
차(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부모의 우울감을 연구한 전예원(2021)은 전체 가구를 대

상으로 살펴보면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가 많을수록 부

모의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거가구 부모

의 우울감은 근거리 자녀 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가구 형

태에 따라 근거리 자녀수가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외의 경우 어느 정도의 거리는 노부모의 독립성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세대 간 양가감

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에 효과적이기 때

문에(Lüscher & Pillemer, 1998),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거리를 둔 친밀감(intimacy at a distance)”을 선호

한다(Lopata, 1979). 비슷한 맥락으로 Changing Lives of 
Older Couples(CLOC)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우울감을 

살펴본 Ha와 Carr(2005)는 자녀에 대한 의존감을 통제해

야지만 자녀로부터 멀리 사는 부모들보다 차로 1시간 이

내 거리에 자녀가 있는 부모의 우울감과 불안이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하였다.
자녀와의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

계에서 자녀 성차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장남과의 동거 

형태가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현 외, 1998; 조병은, 1990), 이러

한 결과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고령화연구패널 1∼3차(2006년, 2008년, 2010년) 자료

를 활용하여 60세 이상의 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살핀 남보

람, 최희정(2016)은 딸과의 거주 거리는 전반적인 생활만

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아들과 부모의 거주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모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부계 직계의 가족 규범

의 영향을 고려할 때 부모가 기혼의 딸보다 기혼의 아들

로부터의 지지 가용성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반면 아시아 노부모의 우울감을 살펴본 Oh 
et al.(2017)은 딸의 근거리 거주는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

이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지만, 
아들(혹은 며느리)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네덜란드 노부모의 안녕감을 살

펴본 van der Pers et al.(2015)은 5km 이내의 근거리에 거

주하는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때 기혼 부모(부부가구)보
다 배우자와 이별 혹은 별거 중인 부모(독거가구)의 안녕

감이 높으며, 기혼 부모(부부가구)는 가까운 거리에 아들

만 있는 것보다 아들⋅딸이 모두 있을 때 안녕감이 높다

고 하였다. 정서적인 교류는 딸과 실제적인 부양은 아들

과 하기를 원한다는 선행연구(김태현 외, 1998)를 상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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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자녀의 성별 구조에 따른 van der Pers et al. (2015)
의 접근 방식을 연구 방법에 접목한다면 세대 간 거주근

접성과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제적 지원, 세대 간 거주근접성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본 연구에서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경제적 지

원과 세대 간 거주근접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근거리 거주 

자녀의 유무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감소시

키거나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히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자녀의 근거리 거주가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거

나, 근거리 거주 자녀의 부재가 부모의 높은 우울감에 대

한 취약성 요인이라는 관점을 동시에 의미한다. 
부모의 우울감에 있어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세

대 간 거주근접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본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근거리 거

주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

의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

이 있다. 가령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을 모두 사용한 

연구가 있어 살펴보면, 장수지(2010)는 자녀로부터의 경

제적 지원과 근거리(30분 이내 거리) 자녀의 유무가 부모

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Lee et al.(2014)는 근거리(1시간 이내) 자녀가 많고 자녀

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

고, 근거리 자녀가 많은 부모가 덜 우울하다고 하였다. 전
예원(2021)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높고, 근거리(30분 이내)에 거주하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낮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지원과 거주근접성 변수를 모두 고려한 연구들은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거주근접성을 통제하면 경제적 지원의 

주효과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없었던 경제적 지원의 주효

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발견되어(가문정, 2018), 거주근접성

이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론적 검토에 비추어 봤을 때 세대 간 근거리 거주는 

세대 간 지지의 가용성(perceived availability of support)
뿐 아니라 실제로 제공하거나 수혜받은 지원의 단기적 상

호호혜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이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근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기능

적⋅구조적 결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기대나 선호의 측면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

녀의 성역할 기대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4.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의 변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은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 뚜렷

이 발견된다. 가부장이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
과 부계사회에서의 권력자를 지칭하는 아버지(父)의 합성

어로(김경신 외, 1999), 가부장의 지배체제를 가부장제라

고 한다(이광규, 1975). 가부장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여성은 돌봄 역

할을 담당하는 성별화(gendered)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되

었고, 이는 핵가족의 구성 원리로 작용하였다. 이를테면 

성역할 분업이 뚜렷한 가부장적 핵가족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라 볼 수 있다.
딸이 보살핌과 친족 유지 기능(kinkeeping)을 수행한다

는 결과는 오랜 기간 일관되게 나타난다(Arno, 2002; Lye, 
1996). 일반적으로 딸은 규범적인 태도와 행동을 요구받

기 때문에 아들보다 더 공동체 지향적이고 타인과 더욱 

상호의존적인 경향이 있다(Hall, 2011; Cross & Madson, 
1997). 유럽의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들보다 딸이 가

족의 의무와 가족 간 유대감을 느끼며 더 친밀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ykstra & Fokkema, 2010). 캘리포니

아의 3, 4세대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는 LSOG(Longitudinal 
Study of Generations) 3차 자료(2000년)를 활용한 Silverstein 
et al.(2008)은 거주근접성과 6가지 지원3)의 잠재적 부양

책임의식 척도를 사용한 결과, 부양책임의식과 거주근접

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했을 때조차 40∼50대 성인 딸

이 성인 아들보다 부모와 더 자주 만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회보다 

가부장적 의식이 강한 편으로(김수경, 정진경, 2003), 한
국의 “유교적 가부장제(Confucian Patriarchy)”에서 부모

는 부권 계승자인 아들에 대해 가부장적 권력의 계승자라

는 차별적 대우 혹은 선호의 영향을 받기 쉽다. 때문에 성

역할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 지원은 특히 아들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는 바가 컸으며(김승권, 2014; 이성용, 
2006), 같은 여성이어도 부양과 친족 유지기능은 딸보다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컸다.

 3) 동반자 관계, 도구적 지원, 상담, 건강관리, 재정 지원, 주택(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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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의 충돌은 세계화의 

확산과 개인화 경향,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등과 관련된다

(백진아, 2009; 이재경, 2015). 경제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

화와 여성 교육의 확대, 평등의식 고취 등의 사회적 요인

이 맞물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남녀 간 

역할 조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표면화되었고(백진아, 
2009), 중요한 가족 기능 중 하나였던 부모의 생계와 부양

에 대한 책임이 아들(혹은 며느리)뿐 아니라 가족의 책임, 
나아가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

다(통계청, 2020).4) 또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녀의 금전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감소

하면서(이왕원 외, 2016)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 사적이전소득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이용복, 
이소희, 2004; 조복희 외,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06.07),5) 남녀가 수행하는 역할이 유사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Arber & Cooper, 2000; Williams, 
2000).

아들과 딸의 역할에 대한 부모의 기대 변화는 성역할

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

으로 기혼 여성이 기혼 남편 가족(시가)뿐 아니라 원가족

(처가)의 자원으로도 기능할 수 있게 되면서, 딸을 결혼시

킨 부모 역시 기혼 딸과 단절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양계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김자영, 강승묵, 
2011; 한경혜, 윤성은, 2004). 남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

원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내 부모와의 관계가 고려

되고(한경혜, 김상욱, 2010), 딸도 부모의 경제 상태가 나

쁠수록 자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이 관

찰되었다(최희진, 한경혜,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

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더 이상 남성(아
들)에게 국한된 역할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정

서적 가치의 비중이 커지면서(이용복, 이소희, 2004; 은기

수, 2013) 세대 간 거주근접성 측면에서도 ‘기혼아들은 부

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고 처가와 멀리한다’라
는 전통적 부계 직계 규범에 반(反)하여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의 거주 거리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경혜, 윤성은, 2004). 효 사상에 따른 의무감이 약화되

고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Tsutsui 

et al., 2014), 부모에게 더 의무적이고 공식적인 기혼아들

(과 며느리)과의 관계와 정서적 친밀감과 접촉을 강조하

는 기혼딸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Hashimoto & Ikels, 2005; Ikels, 2004; 
Koyano, 2003; Pillemer & Suitor, 2014).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거주근

접성에 대한 부모의 선호에 자녀 성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가족 변화를 탐색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자녀의 지원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

이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대와 실제

의 일치 여부는 부모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

정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아들과 딸 중 누가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하는지, 아들과 딸 중 누가 중고령 부모

와 근거리에 거주하는지를 구분하여 중고령 부모의 우울

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5차 자료를 사용하

였다. KLoSA는 가구 번호와 부부 코드가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가구 단위의 연구가 가능하고, 개인이 가진 

모든 자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KLoSA 
5차 자료의 표본 유지율은 80.4%로, 여기엔 920명의 신규

표본이 추가되어있다(신규표본 유지율 91.5%). 패널 자료

의 경우 조사 대상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 조사하

는 특성상, 차수가 오래될수록 응답 거부나 사망 등의 사

건으로 표본이 유실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5차 자료는 비교적 최근의 가장 대표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 부모 1,191명이며, 여기서 

단독가구란, 부부가구와 1인 가구를 의미한다.

 4)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가족에게 있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2008년 40.7%에서 2020년 22.0%로 감소하였고,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8년 43.6%에서 2020년 61.6%로 증가하였다.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2008년 11.9%에서 2020년 12.9%로 늘었다.
 5) 65세 이상 노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결과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 사

적이전소득은 2008년 46.5%에서 2020년 13.9%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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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우울감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Radloff, 1977) 척도의 축약형인 CES-D10 
(Boston form) 척도를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고령

화연구패널팀, 2020). 본 연구는 우울증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상자의 우울감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

였으므로, 10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이 높도록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하십

니까?’,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하

십니까?’의 두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2) 독립변수: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1) 경제적 지원 여부

중고령 부모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기혼자녀에게 정

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을 자녀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기

혼자녀가 없음(=0)’을 준거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혼

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기혼

아들(들)이 지원함(=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혼딸(들)
이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기혼딸(들)이 

지원함(=1)’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2) 경제적 지원 금액

중고령 부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으로 기혼자녀들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자녀 성별에 따라 

합하여 ‘기혼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

원’ 변수를 생성하였다. 단위는 만 원이며, 회귀분석 시 로

그값6)을 취하였다.

3) 조절 변수: 세대 간 거주근접성

거주근접성의 범주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의 거리, 30분 이상 1시간 이내의 거

리,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의 거리, 2시간 이상의 거리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분 이내의 거리를 근거

리로 정의하여, ‘근거리에 기혼자녀 없음(=0)’을 준거로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1)’과 ‘근거리에 기혼딸

(들)이 있음(=1)’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4)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 연령(단위: 년), 성별(1=여성, 
0=남성), 배우자 유무(1=배우자 있음/부부가구, 0=배우자 

없음/1인 가구), 교육 수준(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1=초등

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

교 졸업 이상), 근로 여부(1=근로함, 0=근로 안 함), 거주 

지역(1=읍면부, 0=도시), 자녀 수(단위: 명), 손자녀 유무

(1=손자녀 있음, 0=손자녀 없음)을 통제했으며, 독립변

수와 관련하여 중고령 부모가 지난해 기혼자녀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여부(1=지원함, 0=지원하지 않음)와 

지원 금액(만원 단위 로그값)을 통제하였다. 부모의 재

정 상태7)는 지난해 가구 총소득(만원 단위 로그값)과 지

난해 가구 총자산(만원 단위 로그값)을 이용하여 통제하

였다. 이 외 부연 설명이 필요한 통제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관계만족도의 경우, KLoSA는 ‘자녀와

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0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값을 10으로 나눠 1부터 10까지의 

범위로 리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

록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수행 

어려움의 경우,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능력(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Won et al., 2002)과 7문항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수행능력(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Won et al., 2002) 척도에서 타인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필요함을 1,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을 0으
로 더미 처리하여 총합을 구하였다(Chen & Silverstein, 
2000; Do & Malhotra, 2012; Lee et al., 2014). 따라서 1점
부터 17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인지기능점수의 경우,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ombaugh & 
McIntyre, 1992)의 한국판 척도(K-MMSE; Kang et al, 

 6) 0 값을 포함한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금액에 1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7) 고령화연구패널팀에서 만들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배포한 2020년 고령화 연구패널 이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팀, 2020). 가구총소득은 지난 한 해 응답자를 포함해서 함께 사는 가구원의 개인총소득의 합을 

의미하고, 가구총자산이란 함께 사는 가구원의 개인총자산의 합을 의미한다.



가정과삶의질연구 : 제40권 3호 20228

- 42 -

1997)를 활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1점부터 30점으로 24점 

이상은 정상, 18점 이상 23점 이하는 인지기능 저하, 17점 

이하는 치매 의심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인지기능을 정상(=1)과 인지기능 저하 혹은 치매 의심

(=0)의 더미 변수로 리코딩하여 투입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와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

감 간의 관계에서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KLoSA 5차(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분석 도구는 SPSS 18.0이었다. 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

대상자인 중고령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표 1>. 제시한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최솟값과 최댓값)이다. 둘째, 기혼자녀들

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와 금액), 세
대 간 근거리 거주 여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련

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해서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

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 및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표 2, 3>. 이때,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투입 변수는 절편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했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난 경우, 직관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하였다<그림 1>.

　 M(SD) 범위 

주요 변수 특성

    우울감(CES-D10) 1.68 (0.55) 1.0 - 3.9
    지난해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 여부 0.76 0 - 1
    지난해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 여부 0.64 0 - 1
    지난해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 금액(단위: 만원) 194.41 (318.97) 0 - 4110
    지난해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 금액(단위: 만원) 118.15 (212.74) 0 - 2020
    기혼아들 근거리 거주 여부 0.21 0 - 1
    기혼딸 근거리 거주 여부 0.19 0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72.50 (8.03) 51 - 96
여성(=1, 남성=0) .64 0 - 1
배우자 있음(=1, 없음=0) .59 0 - 1
교육 수준 1.73 (0.97) 1 - 4
근로함(=1, 근로 안 함=0) .29 0 - 1
자가거주(=1, 전세/월세/기타=0) .85 0 - 1
지난해 가구 총소득(단위: 만원) 1404.43 (1530.20) 24 - 15600
지난해 가구 총자산(단위: 만원) 23778.40 (30848.55) 0 - 340200
지난해 모든 자녀에게 제공한 금액(단위: 만원) 128.70 (1057.00) 0 - 20000
자녀 수 3.27 (1.44) 1 - 9
손자녀 있음(=1, 없음=0) .97 0 - 1
자녀관계만족도 6.91 (1.59) 0 - 10
일상생활수행 어려움 .45 (1.86) 0 - 17
인지기능 정상(=1, 저하 혹은 치매=0) .68 0 - 1
읍면부 거주(=1, 도시 거주=0) .33 0 - 1

주석: 고령화연구패널(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1인가구거나 부부가구) 부모 1,191명이다(N = 1,191). 

표 1. 중고령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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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중고령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고령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우선 주

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고령 부모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 이틀 정도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M = 
1.68, SD = 0.55). 지난 한 해 동안 86%(n = 1,020)의 중고

령 부모가 기혼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총액은 313만원 정도였다(M = 312.6, 
SD = 401.10, 표 1에 없음). 기혼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자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아들(들)에게 경제적 지

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의 비율은 76%(n = 900)였고, 지원

받은 총액은 194만원 정도였다(M = 194.41, SD = 318.97).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의 비율

은 64%(n = 762)였으며, 지원받은 총액은 118만원 정도였

다(M = 118.15, SD = 212.74).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

상의 기혼자녀가 있는 중고령 부모는 32%(n = 382)였다. 
근거리 거주 여부를 자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근거리

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혼아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는 

21%(n = 252), 기혼딸이 있는 중고령 부모는 19%(n = 
223)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고령 부모의 

연령은 51세부터 96세까지 있었다. 이 중 50대의 비율은 

5.6%(n = 67)에 불과했으며, 최근 신중년으로 불리는 50
세 이상 64세까지의 비율도 16.9%(n = 201)로 대부분 연

구대상자는 노년기에 속했다(표 1에 없음). 평균 연령은 

약 73세였다(M = 72.50, SD = 8.03). 여성의 비율은 64% 
(n = 763)이었고, 59%(n = 697)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거

주하고 있는 부부가구였다. 평균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미만이었다(M = 1.73, SD = 0.97). 
중고령 부모의 약 3분의 1(29%, n = 342)이 근로 상태에 

있었으며, 85%(n = 1,015)의 중고령 부모가 자가에서 거

주하고 있었다. 지난해 가구 총소득은 최저 24만 원부터 

최고 1억 5천6백만 원까지 나타났는데, 평균 금액은 1천4
백만 원 정도로 월 12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었다

(M = 1,404.43, SD = 1530.20). 지난해 가구 총자산은 최

고 34억 정도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산액은 약 2억 3천8
백만 원이었다(M = 23,778.40, SD = 30848.55). 작년 한 

해 동안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에게 최대 2억까지 지

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원 금액은 130만 원 정

도였다(M = 128.70, SD = 1057.00). 평균 자녀 수는 서너 

명 정도였고(M = 3.27, SD = 1.44), 자녀관계만족도는 10

점 만점에 7점 정도였다(M = 6.91, SD = 1.59).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중고령 부모가 있긴 했으나 9.8%(n = 117)의 중고

령 부모만이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1에 없음), 68% (n 
= 813)의 중고령 부모는 인지기능이 정상 범주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 부모는 33%(n 
= 392)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고령 부모가 시골에 살

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2.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델 1-1은 경제적 지

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를 살펴보고 있고, 
모델 1-2는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모델 1),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한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와 비교

하여, 기혼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가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모델 1-1, b = -.17, p < .001), 
기혼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 부모는 우울

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1-1, b = 
-.06, ns).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와 비교하

여,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모델 1-1, b = .01, ns), 근
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부모는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

다(모델 1-1, b = -.08, p < .05). 즉,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아들들로부터 경제

적 지원을 받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고,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딸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았다. 모델 1-1에 기혼아들들과 기혼

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모델 1-2>,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3.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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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델 2-1은 경제적 지

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를 살펴보고 있고, 

모델 2-2는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

　
모델 1-1 모델 1-2

B B

독립변수: 지난 한 해 동안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는지 여부

(준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기혼자녀가 없음

기혼아들(들)이 지원함 -.17 *** -.19 ***
기혼딸(들)이 지원함 -.06 + -.08 *

조절변수: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내 근거리 거주 여부

(준거) 근거리에 기혼자녀 없음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02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8 * -.23 **

상호작용항

(준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 없음×근거리에 기혼자녀 없음

기혼아들(들)이 지원함×근거리에 아들(들)이 있음 .06
기혼아들(들)이 지원함×근거리에 딸(들)이 있음 .02
기혼딸(들)이 지원함×근거리에 아들(들)이 있음 -.03
기혼딸(들)이 지원함×근거리에 딸(들)이 있음 .18 +

통제 변수 (p = .07)

연령 -.02 -.02
여성(=1, 남성=0) -.14 *** -.14 ***
배우자 있음(=1, 없음=0) -.09 + -.08 +
교육 수준 .00 .00
근로함(=1, 근로안함=0) .00 .00
자가 거주(=1, 전세/월세/기타=0) -.01 -.01
지난해 가구 총소득(로그값) .00 .00
지난해 가구 총자산(로그값) .07 * .07 *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1, 하지 않음=0) -.10 ** -.10 **
자녀 수 .01 .01
손자녀 있음(=1, 손자녀 없음=0) .01 .01
자녀관계만족도 -.09 *** -.09 ***
일상생활수행 어려움 .03 *** .03 ***
인지기능 정상(=1, 저하 혹은 치매=0) -.10 ** -.10 **
읍면부 거주(=1, 도시 거주=0) .06 + .06 +

상수 2.02 *** 2.04 ***

　 R2 .24 　 .25 　
　 F 19.86 *** 16.63 ***
주석: KLoSA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가구) 부모 1,191명이

다. 연속변수는 평균중심화를 하였다.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기혼자녀들의 중고령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 기혼자녀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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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모델 

2),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은 중고령 부모의 우

울감에 주효과가 있으나(모델 2-1, b = -.03, p < .001), 기
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2-1, b = -.01, ns).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

령 부모와 비교하여,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모델 

2-1, b = .01, ns),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2-1, b = -.08, p < .05). 즉, 기혼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고,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딸들

이 있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1에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

　 모델 2-1 모델 2-2
B B

독립변수: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

기혼아들(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로그값) -.03 *** -.03 ***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로그값) -.01 -.02 *

조절변수: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내 근거리 거주 여부

(준거)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음

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01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8 * -.11 **

상호작용항

 기혼자녀(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자녀(들)이 있음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기혼아들(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1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아들(들)이 있음 -.01
기혼딸(들) 경제적 지원×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음 .04 *

통제 변수

연령 .00 + .00 +
여성(=1, 남성=0) .08 * .08 *
배우자 있음(=1, 없음=0) -.10 ** -.10 **
교육 수준 -.02 -.02
근로함(=1, 근로안함=0) -.15 *** -.14 ***
자가 거주(=1, 전세/월세/기타=0) -.09 + -.08
지난해 가구 총소득(로그값) .00 .00
지난해 가구 총자산(로그값) .00 .00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로그값) .00 .00
자녀 수 .01 .01
손자녀 있음(=1, 손자녀 없음=0) .00 .00
자녀관계만족도 -.09 *** -.09 ***
일상생활수행 어려움 .03 *** .03 ***
인지기능 정상(=1, 저하 혹은 치매=0) -.09 ** -.10 **
읍면부 거주(=1, 도시 거주=0) .05 .05

상수 1.86 *** 1.85 ***
R2 .24 .24
F 19.41 *** 16.34 ***

주석: KLoSA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든 자녀가 기혼인 단독가구(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가구) 부모 1,191명이

다. 연속변수는 평균중심화를 하였다.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기혼자녀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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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모델 2-2, b = .04, p 
< .05), 이를 그래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그림 1>, 근거

리에 기혼아들들도 기혼딸들도 없는 경우 기혼딸들이 중

고령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지만,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경우 기

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중고령 부모에게 기혼딸들이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적을수록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중고령 부모가 근거

리에 기혼딸이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우울감이 더 낮지

만, 중고령 부모에게 기혼딸들이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많을수록 근거리에 기혼딸(들)의 유무가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 (모델 2-2)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한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상호작용 효과

Ⅴ. 결론 및 논의

모든 자녀가 혼인한 뒤에도 적어도 한 자녀 특히 장남 

부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중고령 

부모는 대부분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윤경 외, 2021).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녀로부

터의 독립을 선호하는 중고령 부모의 태도가 관찰되고 있

기도 하다. 관련하여 각종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자녀의 근거리 거주 라이프스타일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과 부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

가 될 것으로 보는8) 등 근거리 거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중고령 부모 역시 자신의 노후를 성공적으

로 평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자녀들과 가까이 살며 왕래

하기’를 언급하며(김미혜 외, 2004) 근거리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근거리 

거주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

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아들(들)과 기혼딸

(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여부 및 금

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가 중고령 부모의 삶의 질과 유의

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을 통해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가족 세대 관계의 안

정성과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지원 여부,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

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의 경우(연구 문제 1), 중고

령 부모는 기혼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을 때

보다 기혼아들(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때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아들(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

울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 부모가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금액,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의 경우(연구 문제 2),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이 클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아들(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딸(들)에게 경

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낮지

만,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기혼딸이 있는 경우 기혼

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관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의 주효과는 기혼아들들에

게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보다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

 8) 헤럴드경제. (2021.04.19.) ‘친정 엄마가 옆단지 살아요’, 확산되는 근거리 주거가 저출산 해결책? [부동산360]. 헤
럴드경제 뉴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9000976
홍수민. (2017.07.11). 친정집 가까울수록 첫째 빨리 낳는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74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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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고<모델 1-1>, 기혼아들

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

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2-2>.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 부모가 딸의 유무나 수와 관계없이, 향후 소득이 

없을 때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

았다는 김대환, 류건식(2014)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

한 뚜렷한 기대는 부모의 의식에 가부장적 성 역할 규범

(생계부양자의 역할)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김승권, 2014; 이성용, 2006).
한편, 기혼아들(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주효과가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아들이 딸보다 실질적 부양

(도구적, 시간적 지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김민

희, 홍주연, 2010)는 선행연구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관
련하여 한인 노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Oh et al.(2017) 
역시 기혼아들의 근거리 여부가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혼아들이 생업에 전념하여 며

느리가 의무감으로 시부모에게 돌봄과 지원의 역할을 하

는 경우 특히 그렇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h et al.(2017)은 기혼아들(혹은 며느리)의 경우 부

모와 근거리에 있어도 부모가 부담스러워할 만큼의 실질

적 부양을 하고 있지 않거나, 부양 행동이 형식적이어서 

유대감이 깊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근거리 거

주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비
슷한 결과로 농촌 노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김은경

(2002)도 큰아들 집과의 거리, 기혼 아들과의 동거 여부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중고령 부모의 우울

감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거리 거주 여

부는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것보다 기혼딸들이 있을 

때 중고령 부모가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모델 

1-1>. 근거리 거주 여부의 주효과가 기혼딸들에게만 나타

난 것은 중고령 부모가 기혼아들(혹은 며느리)들에게는 

근거리 거주에 대한 기대가 없던 것과 달리 기혼딸들과는 

근거리 거주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고령 

부모가 (기혼) 딸들과의 근거리 거주를 선호(Hashimoto 
& Ikels, 2005; Ikels, 2004; Koyano, 2003; Oh et al., 2017)
하는 이유는 부모와 근거리에 있는 딸이 다른 형제자매들

보다 부모를 더 자주 방문하거나 돌봄 행동을 더 자주 할 

가능성이 높고(김태현 외, 1998; Dykstra & Fokkema, 
2010; Spitze & Logan, 1991), 부모에게 제공되는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주로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딸에게서 이

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Arno, 2002; Lye, 1996; Silverstein 
et al., 2008). 한국의 경우 부계 전통적 가족문화의 영향으

로 이러한 돌봄의 역할을 기혼아들과 혼인한 여성, 즉 며

느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동거하지 않는 가족 형

태가 일반화되면서 기혼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 역할에 

대한 기대만 남고,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친딸

에게로 옮겨간 듯하다(김태현 외, 1998).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

감 간의 관계는 근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근거리에 기혼딸(들)이 있는 경우,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9) 중고령 부

모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2-2, 그림 1>.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의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기혼딸들로부터의 전방위적

인 지원이 중고령 부모에게 부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가 실제로 받은 지원에 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선행연구들(가문정, 2018; 김태현 외, 1998; 박경순 

외, 2015; 이여봉, 2019; Lakey et al., 2009; Lee et al., 1995; 
Seidman et al., 2006)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수혜자가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돌볼 능력

이 없다고 느끼거나, 지원 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듯

한 느낌을 받는 경우(Lepore et al., 2008; Marroquin, 2011)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근거리에 기

혼딸(들)이 있는데, 다른 기혼딸(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상황은 중고령 부모에게 스트레스 상황일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

령 부모와 비교하면,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은 중

고령 부모의 낮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다(모델 2-2, 그림 

1).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상당수 사회 서비스로 

전환이 된 현대에도 여전히 기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

게 중요한 비공식적 지원 체계임을 의미한다(손용진, 
2010; 정규형, 2017; Cong & Silverstein, 2008; McMullin 
& Marshall, 1996).

본 연구에 참여한 중고령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연구 

 9) 해당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분석 결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

혼아들(들)의 경제적 지원(여부 b = -.05, ns; 금액 b = -.01, ns)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여부 b = -.06, ns; 금액 b = -.01, ns)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경우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지 않

은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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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자녀들이 여전히 노년기에 진입하

는 혹은 진입한 부모에게 비공식 지원 체계로써 부모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
금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대 관계 연구는 한 부모 아

래 모든 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남보람, 최
희정, 2016; 남보람, 최희정, 2018), 기혼자녀들이 제공하

는 경제적 지원과 세대 간 근거리 거주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자녀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

우가 대다수였다(가문정, 2018; 곽인숙, 2011; 원경혜, 
2013; 이여봉, 2019; 전예원, 2021; 정규형 외, 2013; Lee et 
al., 2014). 그러나 기혼자녀들의 지원 양상에서 드러난 성 

역할 구분은 그동안의 한국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

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고령 부모

가 세대 간 근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딸의 부재를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간

주하고 근거리에 거주하는 기혼딸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

서는 생활교육이나 사회참여 등 이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

혼아들들이든 기혼딸들이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

녀가 없고, 근거리에도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 부모는 

우울감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 지

원이 먼저 제공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자녀 세대 전반적으로 성인자녀들이 중고령 부모

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10) 그런데도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해 기혼자녀들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의 부정

적인 주효과11)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

혼자녀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금액이 받기에 부담

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74%의 기혼자녀(아들 76%, 딸 

72%)가 중고령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기혼자녀 1명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 평균액은 연간 97만 

원(월평균 8만 원) 정도였고, 중고령 부모가 모든 기혼자

녀에게 받은 총금액은 월평균 26만 원 정도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중고령 부모들의 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수준이었

지만, 기혼자녀들이 제공한 평균 지원 금액을 합하면 최

저생계비에 미치거나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12) 이러

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비록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의 

주효과는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기혼딸들이 중고령 부모에게 제공한 경

제적 지원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해 기혼자녀의 경제적 지원

의 부정적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

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경제적 필요보다는 자

녀의 경제적 수준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

다(김순미, 고선강, 2012; 황남희, 정주연, 2009). 현재 젊

은 세대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출산율 저하, 청년 실

업 비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6⋅25 이후 최초로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될 위험이 큰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김창환, 
2017.02.17.).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자녀

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의 생활 수

준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혼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중고령 부모가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종합하여 봤을 때,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

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구의 부모들과 달

리, 한국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인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기혼

아들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였다. 기혼딸들에게는 근거리 거주에 대한 기대가 우선인 

듯했으며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중고령 부모의 

기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중고령 부모에게서 발견되는 자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

은 전통적 가족 규범과 가부장적 성 역할 의식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

10)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8년 40.7%에서 2020년 22.0%로 감소하였고,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함께해

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8년 43.6%에서 2020년 61.6%로 증가하였다.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2008년 11.9%에서 2020년 12.9%로 늘었다.
11)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기혼딸들의 근거리 거주 여부 상호작용<표 3(모델 2-2), 그림 1>은 예외.
12)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 부모는 월 29만 원 정도, 부부가구 부모는 월 24만 원 정도를 제공받았다. 국

민연금공단에서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2013년 최소 노후생활비는 1인 가구는 약 99만 원, 부
부가구는 약 160만 원이었으며,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가구는 약 142만 원, 부부가구는 약 225만 원이었다(송현

주 외, 2014),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소득액은 117만 원 정도, 1인 가구는 69만 원, 부부가구는 151만 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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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모가 기혼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다른 지원을 기대

하는 것이 부모의 관점에서 기혼자녀들에게 부담을 덜 지

우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녀 전체를 

놓고 볼 때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로부터의 제공받는 

지원이 분담되는 방향을 선호했으며, 그 과정 중에 전통

적 가족 규범과 가부장적 성 역할 의식의 영향을 받았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및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측정 도

구를 정의하는 데 있어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가 연구대상자와 기혼자녀들 간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앞으로 또 다

른 패널데이터가 개발된다면 기혼자녀의 경우 자녀의 배

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둘째, 본 연구가 중고령 부모

의 경제 수준을 통제하고 있긴 하나 지원 금액의 상대적

인 가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
령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만 원을 받

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10배 큰 금액이지

만, 부모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후자가 더 결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중고령 부모의 소

득 수준에 따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따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거주근접성은 교통수단과 함께 시

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 그 측정 방법과 기준은 

연구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 근거리 거주 여부가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는 수집한 거리에 구간을 두어 근거

리, 중거리, 원거리의 명목척도로 구분하거나(Chan & 
Ermisch, 2015; Hank, 2005; Hank, 2007; Glaser & 
Tomassini, 2000; Michielin & Mulder, 2007), 근거리 거주 

여부(Lawton et al., 1994)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역시 

KLoSA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근거리’를 정의하

였으며, 한국 가족에게 의미 있는 ‘근거리’에 대해 달리 합

의된 기준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대표

성 있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단일 연도 자료를 사용한 횡단연구이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반영하는 많은 변인 중 우울감을 선택하여 살펴보고 있

다. 후속 연구는 부모의 행복감,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가문정(2018). 성인자녀와의 관계와 노인의 건강 - 접촉 빈

도, 금전적 지원, 지리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

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령화연구패널팀(2020). 2020년 고령화 연구패널 이용자 가

이드(User’s Guide).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고선강(2014).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간 경제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

회지, 18(3), 79-101. 
곽인숙(2011). 노인의 자녀와의 상호간 지원 교환이 성공적

인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07-127.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61-76.

김대환, 류건식(2014). 자녀 유무 및 성별이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와 부양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4(1), 
49-66.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

력-아내학대를 중심으로: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4(2), 213-239.
김대환, 최원(2011).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조사보고

서 11-5). 서울: 보험연구원.
김미숙, 조성호, 최은진, 홍석표, 이주연, 강지원, 권소일, 성

균관대학교 SRC(2014).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

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연구보고서 2014-2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혜, 임연옥, 권금주, 김혜선(2004).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한국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기대. 한국가족복지

학, 13, 43-75.
김민희, 홍주연(2010). 대학생들의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29-546. 
http://dx.doi.org/10.18205/kpa.2010.15.3.011

김수경, 정진경(2003). 서구에서의 외국생활 경험이 여성의 

개인주의, 성 역할 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13) 현재 국내에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횡단 자료로 매회기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KLoSA와 달리 모

든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수집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연구대상자와의 동⋅별거 여부, 부모님과의 동⋅

별거 여부만 제공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가정과삶의질연구 : 제40권 3호 202216

- 50 -

향. 사회과학연구, 20(2), 55-80.
김순미, 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발전 간 경제 자원 이

전과 노후 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김승권(2014). 기혼자녀의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및 상호지

원. 보건복지포럼, 통권(211), 23-31. http://dx.doi.org/ 
10.23062/2014.05.3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2008). 자녀와의 지원교환과 노인의 

부양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18, 47-65.
김유경(2017).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 6-28.
김은경(2002).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가정과

삶의질연구, 20(4), 27-36.
김자영, 강승묵(2011). 가족법 개정과 대학생의 친족 및 姓과 

本에 대한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4, 169-192.
김지경, 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

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김창환(2017.02). 6⋅25 이후 최초로 부모보다 못살게 된 청

년세대.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50964/ 
1에서 인출.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김현주(2005). 어머니와 자녀간 지원교환과 관계만족도: 노

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525-553. 

남보람, 최희정(2016). 기혼자녀와의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정신 및 신체건강. 가정과삶의질연구, 34(6), 69-85. 
https://doi.org/10.7466/JKHMA.2016.34.6.69

남보람, 최희정(2018). 세대 간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정신 및 

신체 건강: 부모 연령, 성인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2), 111-131. http://dx.doi.org/ 
10.21321/jfr.23.2.111

박경순, 박영란, 염유식(2015). 성인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

환이 농촌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

구, 68, 273-301. http://dx.doi.org/10.21194/kjgsw..68. 
201506.273

백진아(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인식, 통권(107), 204-224.

석재은, 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연구보고서 2000-08). 세종: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성미애(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가정과삶의질연구, 24(3), 59-72.
손용진(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2(3), 311-339.
송현주, 이은영, 임란, 김호진(2014).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 5차(2013년도) 제5차(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분석보고서(조사보고서 
2014-03). 전북: 국민연금연구원.

원경혜(2013).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은기수(2013). 동아시아 사회의 자녀 성선호. 가족과 문화, 

25(4), 1-33.
이공(2012). 자녀구성에 따른 노후보장방법 선택 및 노후생

활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이상림, 김석호, 김지범, 강정한, 박원호, 신난희, ... 최슬기

(2016).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

제비교 연구(정책보고서2016-29). 세종: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성용(2006). 가족주의와 효. 한국인구학, 29(2), 215-240. 
이여봉(2019).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자녀부양의식 및 가족 

관계망 그리고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자원교환이 스트

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회지, 30(2), 249-264. http://dx.doi.org/10.7856/kjcls.2019. 
30.2.249

이왕원, 김문조, 최율(2016). 한국 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

이동의식 변화: 연령, 기간 및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

로. 한국 사회학, 50(5), 247-284. http://dx.doi.org/ 
10.21562/kjs.2016.10.50.5.247

이용복, 이소희(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95-113.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20-35).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

형. 한국여성학, 15(2), 55-86.
이재경(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정상성에서 유연

성으로. 한국문화연구, 29, 283-310.
장수지(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 17

- 51 -

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

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전예원(2021).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이 부모 삶

의 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 사회복

지학, 73(1), 197-223.
정경희, 오미애, 오영희, 이윤경, 황남희, 이선희(2017). 2017

년도 노인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17-53). 세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정규형(2017). 노인의 비동거 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도시⋅농촌 비교. 한국가족복

지학, 55, 5-30.
정규형, 김종성, 윤지희(2013). 노부모-자녀와의 구조적, 접촉

적 결속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0, 237-257. http://dx.do-
i.org/10.21194/kjgsw..60.201306.237

정진성(2004). 한국 현대 여성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

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조복희, 정민자, 김연하(2007). 미혼 성인의 자녀 양육신념 

양상과 자녀에 대한 가치 및 부모 부양의무감간의 관

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3(2), 22-47.
최선영, 장경섭(2004).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한국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연

구, 5(2), 173-203.
최선영, 장경섭(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

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생계부양자’노동생애 불안

정성의 가족 전이. 한국 사회학, 46(2), 203-230.
최연희(2005). 거주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

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7(3), 400-410.
최유석(2016). 노인의 거주형태와 경제적 지원: 기혼여성의 

부모, 시부모의 비교. 한국인구학, 39(1), 59-84.
최희정, 빈보경(2016).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부모와

의 접촉과 경제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삶

의질연구, 34(2), 15-27. https://doi.org/10.7466/JKHMA. 
2016.34.2.15

최희진, 한경혜(2017).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아들과 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37(1), 83-102.
통계청(2019).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2020).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한경혜, 김상욱(2010). 세대 간 지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

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 사회학, 44(4), 1-31. 
한경혜, 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

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6).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

는 노인세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 
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
EQ=365977에서 인출.

헤럴드경제(2021.04). ‘친정 엄마가 옆단지 살아요’, 확산되는 

근거리 주거가 저출산 해결책?. http://news.heraldcorp. 
com/view.php?ud=20210419000976에서 인출. 

홍경준(2002). 공적 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

지학, 50, 61-85. 
홍수민(2017.07). 친정집 가까울수록 첫째 빨리 낳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746228에서 인출.
황남희, 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

교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2.
Arber, S., & Cooper, H. (2000). Gender and inequalities in 

health across the life course. In: E. Annandale & K. 
Hunt (Eds.), Gender Inequalities in Health (pp. 
123-149).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Arno, P. S. (2002, 2). The economic value of informal care-
giving,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Florida.

Berry, B. (2008). Financial transfers from living parents to 
adult children: Who is helped and why?.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7(2), 207-239. 
https://doi.org/10.1111/j.1536-7150.2008.00568.x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4), 434-463. https://doi.org/ 
10.1177/016402757914002

Carr, D. C., & Gunderson, J. A. (2016). The third age of life: 
Leveraging the mutual benefits of intergenerational 
engagement. Public Policy & Aging Report, 26(3), 
83-87. https://doi.org/10.1093/ppar/prw013

Chan, T. W., & Ermisch, J. (2015). Residential proximity of 
parents and their adult offspring in the United 
Kingdom, 2009-10. Population studies, 69(3), 355-372. 
https://doi.org/10.1080/00324728.2015.1107126

Chen, X., & Silverstein, M. (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in China. Research on Aging, 22(1), 43-65. 
https://doi.org/10.1177/0164027500221003

Chen, J., & Jordan, L. P. (2018).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young-, old-and oldest-old 
adults in China. Aging & mental health, 22(3), 
412-420. https://doi.org/10.1080/13607863.2016.1261798



가정과삶의질연구 : 제40권 3호 202218

- 52 -

Cong, Z., & Silverstein, M. (2008).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elders in rural China: Do 
daughters-in-law matt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599-612. https://doi.org/10.1111/j.1741- 
3737.2008.00508.x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https://doi.org/10.1037/0033-2909.122.1.5

Do, Y. K., & Malhotra, C. (2012). The effect of coresidence 
with an adult child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widowed women in South Korea: An in-
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67(3), 384-391. https://doi.org/10.1093/ger-
onb/gbs033

Dykstra, P. A., & Fokkema, T. (201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 West European ty-
pology of late-life families. Ageing & Society, 31(4), 
545-569. https://doi.org/10.1017/S0144686X10001108.

Eggebeen, D. J., & Hogan, D. P. (1990). Giving between gen-
erations in American families. Human Nature, 1(3), 
211-232. https://doi.org/10.1007/BF02733984

Geurts, T., Poortman, A. R., & van Tilburg, T. G. (2012). 
Older parents providing child care for adult children: 
Does it pay off?.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2), 239-250. https://doi.org/10.1111/j.1741-3737. 
2011.00952.x

Glaser, K., & Tomassini, C. (2000). Proximity of Older 
Women to Their Children- A Comparison of Britain 
and Italy. The Gerontologist, 40(6), 729-737.

Gouldner, A.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
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2), 
161-178. https://doi.org/10.2307/2092623

Ha, J. H., & Carr, D. (2005). The effect of parent-child geo-
graphic proximity on widowed par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integration. Research on Aging, 
27(5), 578-610. https://doi.org/10.1177/0164027505277977

Hall, J. A. (2011). Sex differences in friendship expectations: 
A meta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6), 723-747. https://doi.org/10.1177/ 
0265407510386192

Hank, K. (2005). Spatial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eld-
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 European com-
parison(DIW Discussion Papers No. 510). Berlin: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
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57-17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6.00351.x

Hashimoto, A., Ikels, C. (2005). Filial piety in changing 
Asian societies. In Johnson, M. L., Bengtson, V. L., 
Coleman, P. G., Kirkwood, T. B. L.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ge and ageing (pp. 437-442).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zel, P. (2020). Family support and mental well-being 
among adult and elderly men and women in India. 
Master thesis, University of Groningen, Kingdom of 
the Netherlands. 

Ikels, C. (Ed.). (2004). Filial piety: Practice and discourse in 
contemporary East Asi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Ju, Y. J., Han, K. T., Lee, T. H., Kim, W., Kim, J., & Park, 
E. C. (2016). Does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inan-
cial aid from offspring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arents?: a longitudinal study based on finding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2012.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4(1), 
1-8. https://doi.org/10.1186/s12955-016-0509-4

Kang, Y., Na, D. L., & Hahn, S. (1997). A validity study on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in dementia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
logical association, 15(2), 300-308.

Keith, P. M., & Hong, S. H. (1994). Depressive symptoms of 
younger and older Korean married wome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5(2), 223-231. 
https://doi.org/10.3138/jcfs.25.2.223

Kim, H. K., Hisata, M., Kai, I., & Lee, S. K. (2000). Social 
support ex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5(4), 331-347.

Koyano, W. (2003).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of 
Japanese seniors: Changing patterns. In Bengtson, V. 
L., Lowenstein, A. (Eds.), Global aging and challenges 
to families (pp. 272-283).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Lakey, B., Orehek, E., Hain, K. L., & VanVleet, M. (2009). 
Enacted support’s links to negative affect and per-
ceived support are more consistent with theory when 
social influences are isolated from trait influences.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 19

- 53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1), 
132-142. https://doi.org/10.1177/0146167209349375

Lawton, L., Silverstein, M., & Bengtson, V. (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57-68. https://doi.org/10.2307/352701

Lee, G. R., Netzer, J. K., & Coward, R. T. (1995). Depression 
among older parents: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823-833. https://doi.org/10.2307/353935

Lee, H. J., Lyu, J., Lee, C. M., & Burr, J. A. (2014). 
Intergenerational financial exchange and the psycho-
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s in the Republic of 
Korea. Aging & Mental Health, 18(1), 30-39. 
https://doi.org/10.1080/13607863.2013.784955

Lepore, S. J., Glaser, D. B., & Roberts, K. J. (2008). O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received social support and 
negative affect: a test of the triage and self‐esteem 
threat models in women with breast cancer. Psycho‐
Oncology, 17(12), 1210-1215. https://doi.org/10.1002/ 
pon.1347

Lopata, H. Z. (1979). Women as Widows: Support Systems. 
New York: Elsevier.

Lüscher, K., & Pillemer, K. (1998). Intergenerational ambiv-
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413-425. https://doi.org/10.2307/353858

Lye, D. N. (1996). Adult child parent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79-102. https://doi.org/10.1146/ 
annurev.soc.22.1.79.

Marroquín, B. (2011). Interpersonal emotion regulation as a 
mechanism of social support in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8), 1276-1290. https://doi.org/ 
10.1016/j.cpr.2011.09.005

McMullin, J. A., & Marshall, V. W. (1996). Family, friends, 
stress and well-being: Does childlessness make a dif-
ference?. Canadian Journal on Aging, 15(3), 355-373. 
https://doi.org/10.1017/S0714980800005821

Michielin, F., & Mulder, C. H. (2007). Geographical distanc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the 
netherlands. Demographic Research, 17(22), 655-677. 
https://doi.org/10.4054/DemRes.2007.17.22

Morris, J. N., & Sherwood, S. (1984). Informal support re-
sources for vulnerable elderly persons: can they be 

counted on, why do they work?.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8(2), 
81-98. https://doi.org/10.2190/2JUQ-0LGT-K5PR-LY9C

Oh, H., Ardelt, M., & Koropeckyj-Cox, T. (2017). Daughters’ 
generation: The importance of having daughters living 
nearby for older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Family Issues, 38(16), 2329-2345. 
https://doi.org/10.1177/0192513X16640023

Patel, V., & Prince, M. (2001). Ageing and mental health in 
a developing country: who cares? Qualitative studies 
from Goa, India. Psychological medicine, 31(1), 29-38. 
https://doi.org/10.1017/S0033291799003098

Pillemer, K., & Suitor, J. J. (2014). Who provides care? A 
prospective study of caregiving among adult siblings. 
The Gerontologist, 54(4), 589-598. https://doi.org/ 
10.1093/geront/gnt066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
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Schwarz, B., Trommsdorff, G., Zheng, G., & Shi, S. (2010).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support: A compar-
ison of Chinese and German adult daughters. Journal 
of Family Issues, 31(2), 234-256. https://doi.org/ 
10.1177/0192513X09347991

Seidman, G., Shrout, P. E., & Bolger, N. (2006). Why is 
enacted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increased dis-
tress? Using simulation to test two possible sources of 
spurious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 52-65. https://doi.org/10.1177/0146167205279582

Silverstein, M., Conroy, S. J., & Gans, D. (2008). Commitment 
to caring-Filial responsibility and the allocation of 
support by adult children to older mothers. Caregiving 
contexts: Cultural, familial, and societal implications, 
71-91.

Spitze, G., & Logan, J. R. (1991). Sibling structure and inter-
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871-884. https://doi.org/10.2307/352994

Thomas, P. A. (2009). Is it better to give or to receive?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5B(3), 351-357. https://doi.org/ 
10.1093/geronb/gbp113

Tombaugh, T. N., & McIntyre, N. J. (1992). The mini‐men-



가정과삶의질연구 : 제40권 3호 202220

- 54 -

tal state examination: a comprehensive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0(9), 922-935. 
https://doi.org/10.1111/j.1532-5415.1992.tb01992.x

Tsutsui, T., Muramatsu, N., & Higashino, S. (2014). Changes 
in perceived filial obligation norms among coresident 
family caregivers in Japan. The Gerontologist, 54(5), 
797-807. https://doi.org/10.1093/geront/gnt093

van der Pers, M., Mulder, C. H., & Steverink, N. (2015). 
Geographic proximity of adult children and the 
well-being of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37(5), 
524-551. https://doi.org/10.1177/0164027514545482

Williams, K. L. (2000).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mar-
ital quality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a re-evalua-
tion and clarification of gender differences. Ph.D. dis-
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exas at 

Austin.
Won, C. W., Rho, Y. G., SunWoo, D., & Lee, Y. S. (200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6(4), 273-280.

Won, C. W., Rho, Y. G., Kim, S. Y., Cho, B. R., & Lee, Y. 
S. (200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scal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6(2), 98-106.

Zhang, C., Zhang, S., & Niu, Q. (2021). A New Perspective 
of Urban–Rural Differences: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Mental Health of the Older Adults: A 
Case from Shaanxi Province, China. Healthcare, 9(2), 
112-127. https://doi.org/10.3390/healthcare9020112 

--------------------------------------------------------------------------------------------------------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nec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and old-aged parents and financial 

support and residential proximity of married children. The data from the KLoSA of 2014 has been used for this research,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1,191 middle and old-aged parents living alone or with their spouses whose children were 
all married. The results were calcul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are as follows. There was no effect of the interaction on 
parents’ depression between married sons and daughters financial support and residential proximity. In other words, the parents, 
whose married sons supported them financially and whose daughters that live close at hand, showed a low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amount of financial assistance from married children has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parents. In the case of having no married children living nearby, the more financial assistance from married daughters 
the parents received, the lower level of depression they showed. In the case of having married daughters living nearby, the more 
financial support from daughters the parents received,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ey showed. In conclusion, Korean middle 
and old-aged parents showed a generous attitude toward married children, especially sons, and the financial support from married 
daughters seems to have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residential proximity an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

▲Keywords : financial support, financial resource transfer, intergenerational proximity, korean family, KL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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