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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사회인구학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신원

이 연구는 한국인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의 격차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건강이나 빈곤 감소에 미치는 결과적 영향에 대해

서는 많이 주목하였지만, 이와 같은 유용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

러한 사적 지원체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령, 결혼 지위, 종사상 지위, 가구 소득 등의 개별 사회인구학적 요

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격차를 전국 표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다.  주요 연구 결과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친족으로부터의 지지는 긍정적으로 인지하

고 있었지만, 친구, 이웃 등의 비친족 지지 수준은 다소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특히 50-60대의 중년 남성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결혼 지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격차는 뚜렷하다.  특히 이

혼이나 사별 등 결혼 해체를 경험한 사람들의 지지 수준이 기혼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

으며, 이들은 친족뿐만 아니라 비친족 집단과의 지지 관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었다.  성

별 상호작용 분석 결과, 특히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한 남성이 동일 지위의 여성보다도 지

지 수준이 뚜렷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친

족 및 비친족 지지 수준이 명확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노동 취약계층이 임금, 고용

안정성,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적 사회관계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사회적 지지, 사회인구학적 지위, 젠더, 불평등.  

한신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졸업. swhan09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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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은 점점 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가? 개인의 관계

망크기를오랜기간동안반복측정해온미국의일반사회조사(GSS) 분석

에 따르면, 미국인의 관계망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

고 있다(McPherson et al., 2006).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한명도 없다고 말한 응답자는 1980년대에 비해 3배나 증가했고 평균적인

관계망의 크기도 30% 이상 줄어들었으며 참여 활동 역시 현저히 줄어들

었다. 표본을통해모집단을추론한다면전체인구의 25%에가까운미국

인들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미국과 같이 장시간의 간격을 두고

개인의 관계망 크기 변화를 반복 측정한 추세 연구(trend study)가 부

재하기 때문에 엄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관계성을 중시

하는 한국이라고 해서 공동체 활동이 증가했다거나, 친족 집단 간의 유

대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1인가구

의 수가 전체가구의 4분의 1에 육박했다는 점(통계청, 2012a), 이혼증가

율이 결혼증가율을 앞서고 있다는 점(통계청, 2012b) 등 최근의 현상들

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족 제도 및 공동체 가

치관의 변화와 맞물려 개개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이 자동적으로 서

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제도적, 인식적 차원의 변화로 인해

그들로부터의 지원이 더 이상 ‘상수’가 아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개인의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왜 사회적

관계의 위축이라는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그 이유는 인간

이 사회적 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사

회적 관계가 개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연결망으로부터 획득되는 이러한 자원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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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동안 경험하는 생애사건의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도구적, 심

리적 자원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적 관계망을 통해 교

환되는 사회적 지지는 공적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꿔주는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의 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적 지원 체계가 중요한 기능을 수

행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홍경준, 2000).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고려할 때 다음의 두 가지 현실은

다소 걱정스럽다. 첫 번째는 가족 제도 및 가치관의 급진적 변화와 같

이 세월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적 문화의 쇠퇴 현상이다. 자의든 타의

든 현대의 한국인은 ‘나 홀로’ 사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연을 맺더라도 그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경계 짓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동료는 언젠가부터 경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친구는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존재이기보다 비교와 평가의 대상

이 되기 시작했다. 언제나 조건 없이 나의 편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했

던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형제들이었지만 이들과의 관계 또한 절대적

가치 위에 토대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 관

계로부터 얻어지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지망 자체가 점점 더 위축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약화보다 더 우려스러운

현실은 현 세대 내에서도 사회적 지지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지지는 관계망으로부

터 획득 가능한 자원 중 하나이다. 모든 자원들이 그러하듯이 사회적

지지 역시 개인의 사회구조적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흔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이

웃, 친구들과 끈끈한 관계를 공유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 위험이 사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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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응집성을 반드시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왔다(안병철

외, 2001).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충격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친밀성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사적 관계를 와해시키고 개인의 사회심

리적 해체 가능성을 높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높은노인 자살률,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노인들의 무연사(無緣死)

와 고독사(孤獨死)현상은 사회적취약계층의 결핍된 지원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는 결국 사회적 지지망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와 계층, 생애 경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불균등한 분배 양상은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

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다중격차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사회관계적 불평등 현상

에 주목하고, 이를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의 계층

적 격차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불평등한

분배 양상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으

로부터 배제된 집단이 특히 누구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지지의 개념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관계망이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하고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주지하듯이 사회적 지지는 단일한 정의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

적 구성체로서, 측정 방법과 분류 기준 등이 상당히 다양하다. 우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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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는 지지를 제공하는 ‘망(network)’과 지지의 ‘내용(content)’으

로 구성된다(Vaux and Harrison, 1985). 그 내용은 기능적인 측면에 따

라 크게 감정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으로 구성되며(Barrera and Ainlay,

1983), 지지망은 지지를 제공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식적 지

지망과 비공식적 지지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지망은 사적 지원 체계인 비공식적 지

지망인데, 칸과 안토누찌(Kahn and Antonucci, 1980)는 ‘호위대 모형

(social convoy model)’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공식적 지지망의 구조와 기

능을잘설명하고 있다. 호위대 모형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관계를 실증

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도식 체계로서, 생애과정 동

안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하고 친밀한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Antonucci and

Akiyama, 1995). 호위대는 복수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동심원은 관계의 친밀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 관계가 “매우 친밀

하여 그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나’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핵심 집단(inner circle)’의 구성원이 되며, 이들 보다는

덜 친밀하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면 ‘중간원(middle circle)’

혹은 ‘외부원(outer circle)’의 구성원이 된다.

이처럼지지망은 관계의 친밀성 정도나접촉빈도에 따라 복수의층위

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사회적 지지의 교환

에서 핵심 집단이 중간원보다 반드시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혈연적 지지망인가, 혹은 비혈연적 지지망인가에 따라

그것의 효용성을 서열화할 수 있는 것은 결코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지

지망은서로독립된형태를유지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을 상호보완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웰만과 워틀리(Wellman and Wortely, 1990)는 친밀성

정도, 접촉 횟수, 친족 여부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지의 종류가 상이하다는 점을강조했다. 또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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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이 보유한 사회 관계망 특성에 따라 심리적 효과나 건강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을강조하고 있다(Ferlander, 2007). 이 논의들을종합해보

면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의 균형적인 조화가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

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복수의 지원 체계들로부터 획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원들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지지망을확충하

는 것이 위험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개인 행위자가 보유한 사회적 지지망의 가용수준은 그가 위치한

구조적 조건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없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구조적 결정요인들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결정하고 관계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Berkman and

Glass, 2000).

이는 이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인 사회적 지지의 불평등 현상과 관련

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선행연구들을 살펴볼필요가 있다. 다만 기

존의국내연구들은건강효과나빈곤완화효과와같은사회적지지의결

과적 양상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속변수로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내 및 해외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들을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적 지지 불평

등양상이 어떠할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의 분배

와 관련한선행 연구에서 연령과 결혼 여부, 경제적 지위 등은 중요한예

측 요인으로 주목받았는데(Turner and Turner, 1999), 이는 이들 변수가

사회적 관계의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신체적 조건, 물질적 자원 등을 결

정할 수 있는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

지를 예측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연령, 결혼 지위, 종사상 지위

등으로 나누어 각 계층화 요인 내에서의 격차 양상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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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과 사회적지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격차를 살펴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대상은 고령 집단이다. 실제로 이들 고령 세대의 사회적 배제

현상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자주 논의되어온 바 있다.

대체로 이 논의들은 노인들이 사회 구조로부터 방기(abandon- ment)되

는 사회적 과정에 주목한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근거

해 있다. 현대화 이론은 생산및 기술체계의발달에 따른노인들의 지

위 약화에 주목하는데, 코우길(Cowgill, 1974)에 따르면 현대화 과정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노화, 경제적 발달, 도시화, 제도화된 교육 구조

등은 전통적확대 가족의 기능을약화시킴과 동시에 각종사회 제도 내

에서 노인의 지위를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된다.

노인들의 사회적 이탈 과정에 대한 풍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대

화 이론은 개념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많은 한계점 또한 노정하고 있음

이 지적되어 왔다(Aboderin, 2004). 또한 해외의 최근 연구들은 현대화

이론의 논의가 반드시 타당하지 않음을 실증적 차원에서 입증하고 있

다. 미국의 중고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콘웰 등의 연구(Cornwell et

al., 2008)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관계망의 크기는 줄었지만, 이웃

과의 친밀성, 상호작용, 참여 활동 빈도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 등(Shaw et al., 2007)의 종단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평가

하는 인지된 지지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유럽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고령 집단은 그들의 친족 집단과 여전히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Albertini et al., 2007). 이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 집단이라는 상식적 판단과는 달리

이들이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관계 구조에 배태해 있다는 연속성 이론

(continuity theory)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노인들은 어떠한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세대 간 동거경향의 약화(모선희, 1999), 높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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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진재현 고혜연, 2013) 등 사적 지원 체계로부터 고립되어있는노

인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암시하는징후들이 목도되고 있다. 이

처럼 전통적 부양 사상이옅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한국의 고령

집단들은 실제로도 취약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고 있을까? 한

국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구조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반경이 주로 가족 집단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경숙,

2000). 비록 자녀를 비롯한 친족 집단과의 근거리 내 교류가 활발하다

고는 하지만, 실제로 노인 집단이 혈연적 관계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

적 지지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비혈연

적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가용한지에 관한 실증 연구들도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표본을 통해 친

족 및 비친족 지지의 격차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결혼 지위와 사회적 지지

결혼 지위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가용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될수 있다. 첫

째는 결혼이 가족과의 관계는 공고화하는 대신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는 약화시킨다는 논의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혼 집단이 여

타의 집단(이혼, 사별 등)에 비해 동거하는 가족과는 밀접한 지지 관계

를 유지하지만, 비혈연 집단으로부터의 지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

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코저(Coser, 1974)가 언급한 ‘탐욕스러운 제

도로서의 결혼(marriage as greedy institution)’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족 이외의 외부 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즉 많은 시간

과 에너지를 가족과의 생활에 투자해야만하고 장기간 동안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사회 구성원들과는 밀접한 지지 관

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해외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혼 및 비혼 집단의 지지 수준(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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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및 친구로부터의)이 기혼 집단에 비해 더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고하고 있다. 미켈슨과 쿠브잔스키(Mickelson and Kubzansky, 2003),

거스텔과 사르키샨(Gerstel and Sarkisian, 2006)의 경우 기혼집단에 비

해 이혼 및 배우자 사별집단의 친구접촉및 정서적 지지 정도가 더높

게 나타났으며, 무어(Moore, 1990)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들에 비해 비혼

집단의 비혈연적 관계망 크기 및 친밀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터

너와 마리노(Turner and Marino, 1994)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지지의

수준은 기혼 집단이 결혼 해체 집단보다 높았지만 비친족 지지 수준에

서는 이러한 결혼 지위 간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도 결혼

해체를 경험한 사람은 배우자 이외의 대안적 지지 관계를 형성할 필요

성을 더욱많이느끼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 수준이높은 것은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혼 집단에 비해 비혼 및 결혼 해체 집단(특히 이혼 집단)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혼 후의 생애 경험

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이에 대한 단서를 제시해줄 수 있는데, 이 연구

들에 따르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정형화(social stereotype)와 낙인

(stigma)의 부여는 이혼 전에 형성했던 사회적 관계를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이혼자들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가중시켜 대인관계의 형성

을방해한다(Arendell, 1986). 또 이혼후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난국

과 생활 전반에 걸친 폐쇄적 경향, 그리고 피해 의식과 같은 사회심리

적 요인은 공적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친밀한 관계와의접촉을 제한한다

(한경혜, 1993; Arendell, 1986). 이와 같은 이혼의 부정적 영향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강한 한국 사회

에서 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두 가

지 논의가 공히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사회에서 결혼

지위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격차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낼지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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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사상 지위와 사회적 지지

종사상 지위 역시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에 높은 예측력을 지니고 있

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일방향적인 공여가 아니라 호

혜성(reciprocity)에 기반한 상호적 거래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며, 상

대방이 내가 준 것만큼나에게 보답을 하거나 되갚아 줄 것이라는신뢰

가 있을 때 형성되는 상호부조의 거래이기 때문이다(오가실 외, 1994).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한

국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종사자들에 비해 이러한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진영과 송예리아(2012)의 연구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비정규

직집단이 정규직집단에 비해 일상적 가족 관계와직장 내에서의갈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신승배

(2008)의 연구 또한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갈등

의식 수준이 더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노동취약집단이 대

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함의한다.

비정규직 집단뿐만 아니라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실직자나 무직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부재로

인해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생활 반경 또한좁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

적 지지망은 상당히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소득과 높은 갈등 수준만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12년 현재 2.2년으로서 정규직

종사자들(6.6년)에 비해 턱없이 짧다(통계청, 2012b). 이 때문에 비정규

직 종사자들은 잦은 이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지지는 비교

적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온 타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힘든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경우 동료들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지지망의 범위가 좁을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주변화된 노동 활동은 그 자체로 노동자 자신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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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과 높은 상관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노동취약집단으로서 비정규직집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사회적 관

계의 측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로부터 배

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한국 건강 불평등 실태조사(2011)” 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이용한다. 이 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

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대표 표본

조사로서, 표본은 다단계지역층화확률표집법과 할당표집을 병행하여

추출되었다. 층화 기준은 행정구역이며 할당 기준은 성, 연령, 교육 수

준이다. 2010년 추계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거리접근성, 성, 연령, 교육

수준, 생활수준과 같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전국을 16개 시도에서 63개

층으로 세분화하여 모집단 인구 구성에 일치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실

태조사의 최종 응답자 2,028명 중 가구총소득 규모, 혼인 여부, 교육 수

준, 노동 지위, 사회적 지지 등에서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이상치가 발견된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57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주요 변수들의 측정

종속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친족 및 비친족 집단으로부터의 지지이다.

친족 집단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을 포함하며, 비친족

집단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의 비혈연적 관계를 포함한

다. 응답자가 두 집단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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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지된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로 측정

되었으며, 각각의 지지는 감정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2개의 문항과

도구적(경제적/돌봄)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 각각의 사회적 지지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신뢰도(Cronbach's α)의 경우 친족 지지는 .882, 비친족 지지는

.881으로 상당히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친족 및 비친족 지

지의 8문항의 신뢰도는 .884로 나타났다.

핵심 독립변수는 젠더, 연령, 결혼 지위, 노동 지위와 가구 총소득으

로 구성된다. 젠더는 독립변수임과 동시에 조절변수로서 여성을 준거

집단으로, 남성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만나이로 측정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결혼 지위는 현재 기혼 상태인 집단을 준거

변수 변수의 구성 비고 평균 표준편차 비율(%)

사회적 지지
친족 지지

서열변수
3.13 0.66

-
비친족 지지 2.64 0.75

성별
- 여성a

더미변수 - -
51

- 남성 49

연령 만 나이 연속변수 46.81 16.44 -

교육연한 0: 무학 ~ 20: 박사 연속변수 11.91 3.77 -

가구소득

- 상위 1분위a

더미변수

201.50 136.14 25

- 2분위 120.64 5.70 25

- 3분위 88.34 11.30 25

- 4분위 49.03 14.51 25

종사상 지위

- 정규직
a

더미변수 - -

22.7

- 비정규직 14.8

- 자영업 17.2

- 학생 5.6

- 무직 39.7

결혼 지위

- 기혼a

더미변수 - -

65.8

- 비혼 9.9

- 이혼 3.1

- 사별 21.1

<표 1>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구성 및 평균값

1)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보다 자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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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이혼, 배우자 사별, 비혼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설정한다. 종

사상 지위는 정규직과 고용주/사업주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비정

규직, 자영업, 학생, 무직상태(은퇴, 실직, 가사 등)를 비교 집단으로 설

정하였다. 종사상 지위 이외에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으로 소

득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은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

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4분위로 분류해 분석 모델에 포함시켰으며,

상위 1분위를 준거집단으로 나머지 3개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

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교육수준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

제 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교육연한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개별 독립변수들과 관련한 사항들은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연령, 결혼 지위, 소득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의 격차 양상에 관심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인 내에서도 성

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별 상호작용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젠더와 개별 지위 요인들을 곱한 상호작

용항을포함하는 OLS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는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결정계수의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의 여부(Sig. of ΔR
2
)를 통해확인할 것이다.

또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의

다차항을 포함하는 다항회귀모형(polynomial regression model)을 고려

한다. 성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수식

은 다음과 같다.

Y = α + β1X1 + β2(X2– X2)
2 + β3(X2– X2) + β4X3 + β5X4

+ β6X5 + β7X6 + β8X1(X2– X2)
2 + β9X1(X2– X2) + ᠁ + ε



20 사회연구 통권 24호(2013년 1호)

수식에서 X1은 조절변수인 성별이며, X2는양적변수인 연령(만나이)이

다. 연령을 연령의 평균치( )로 중심화(mean-centering)하는 이유는

연령의 제곱항과 일차항 간에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줄이기 위함이다. X3은 교육수준으로양적변수인 교육연한을 그대로 사

용한다. X4, X5, X6은 각각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결혼 지위인데, 이들

은질적 특성을 가지는 변수이므로 가변수 변환을 통해 각각의 회귀계수

를 추정한다. β8은 성별과 연령 자승 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이며 β9

는 성별과 연령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이다. 이밖에 소득, 종사상 지

위, 결혼 지위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항도 회귀모형에 포함된다.

4. 분석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차이

우선 각각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차이가 얼마

나 존재하는지를 평균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 친족 집단으로부터의 지

지 수준이 비친족 집단으로부터의 지지 수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적 복지의 제공자이자 정서적, 심리적 안식처

로서 가족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높은 기대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실제로도 가족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친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모든 계층에서 동등한 수준으

로 인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각 요인

내에서의 상위 집단(대졸 집단, 소득 상위 집단, 정규직 집단, 기혼 집

단, 저연령층등)에 비해 여타의 비교 집단들은 더낮은 친족 지지를 인

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하지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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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회적 지지 비친족 사회적 지지

Mean(SD) Tukey t/F Mean(SD) Tukey t/F

남성 3.14 (.68)
∙ -.750

2.67 (.73)
∙ -.280

여성 3.16 (.64) 2.68 (.69)

19-29a 3.29 (.66)

a,b>c,d,e,f* 10.270***

3.01 (.62)

a>c,d,e,f*
b>d,e,f*
c>e,f*
d>e,f*

33.680***

30-39b 3.27 (.60) 2.82 (.71)

40-49c 3.09 (.67) 2.72 (.63)

50-59d 3.08 (.66) 2.59 (.72)

60-69e 3.04 (.67) 2.45 (.72)

70세이상f 3.09 (.64) 2.30 (.69)

중졸이하a 2.98 (.69)

c,b>a* 30.003***

2.37 (.69)
c>a,b*
b>a*

79.741***고졸b 3.14 (.67) 2.69 (.70)

대졸이상c 3.26 (.59) 2.92 (.66)

상위
1분위a

3.22 (.63)

a,b,c>d* 10.107***

2.80 (.70)

a,b,c,>d* 19.938***2분위b 3.24 (.55) 2.82 (.64)

3분위c 3.18 (.64) 2.73 (.69)

4분위d 3.02 (.70) 2.47 (.72)

정규직a 3.22 (.58)

a>b,e*
b<c,d,e*

d>a,b,c,e*
16.976***

2.81 (.65)

a>b,c,e*
d>a,b,c,e*

17.251***

비정규직b 2.95 (.73) 2.51 (.78)

자영업c 3.14 (.65) 2.65 (.70)

학생d 3.50 (.53) 3.10 (.58)

무직e 3.12 (.67) 2.57 (.71)

기혼
집단a

3.19 (.59)

a>b,c*
c<b,d*
b<d*

30.998***

2.87 (.69)

a,d>b,c* 43.847***

이혼
집단b

2.49 (.85) 2.21 (.82)

사별
집단c

2.80 (.76) 2.14 (.64)

비혼
집단d

3.19 (.71) 2.89 (.68)

※ 성별은 T검증을, 나머지 요인들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을 비교하였음.

※ 요인 내에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ukey 검증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결과임.

† P <.10 * P <.05 ** P <.01 *** P <.001l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별 요인 내에서 취약 계층에 포함될지라도 기준

집단과의 친족 지지 격차가 심각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었다는 점이

다. 특히 고령집단이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어가고 있다

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40～60대의 중년 세대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의 가족지지(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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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 연한과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상

위 1분위 등의 상위 계층의 친족 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연령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의 선형적 격차가 아닌 경계 효과

과 포착되었는데, 중졸 이하 집단의 친족 지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나머지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득 수준에서도

최하위 계층인 4분위 집단의 친족 지지만이 뚜렷하게 낮을 뿐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혼 집단의 경우 친족 지지의

가용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이혼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

위 계층 집단들이 친족으로부터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할만한 부분이다.2) 비정규직 집단의 친족 지지 수준은 정규

직뿐만 아니라 나머지 집단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비친족 집단으로부터의 지지 수준을 살펴보면, 개별 요인의 기

준 집단들은 친족 지지뿐만 아니라 비친족 지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비교집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

지를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각 요인의 최하위 집단들(70세 이상의 연

령층, 중졸 이하의 교육집단, 소득 4분위 집단, 비정규집단, 이혼 및 사

별 집단 등)을 살펴보면, 이들은 친족의 지지와는 달리 비친족 집단으

로부터의 지지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친족 지지와

달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친족 지지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며 70

세 이상 연령층의 비친족 지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비친족 지지의 격차도 친족 지지와달리선형적 감소의양

상을 나타내며 중졸 이하 집단의 비친족 지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에 가

깝다. 이혼 및 사별 집단의 경우 비친족 지지의 가용성에 대해 상당히

2) 70세 이상의 고령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 소득 최하위 집단(4분위 집단),

비정규 집단의 경우 취약한 생활여건에도 불구하고 3점(“그런 편이다”)에 가까

운 긍정적 응답을 나타내었다. 다만 이혼 집단의 경우 기혼자들에 비해 가족 지

지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이혼 집단의 경우 주된 지지원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의 친족 지지를 인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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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질적 격차가 친구, 이웃, 동료와 같은 지역 맥락의 사적 인간관계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친족 및 비친족 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평균 비교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계층적 격차에 관한 대략적인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평균 분석은 혼란변수들이 통제되지 않

은 단변량 분석으로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모형1과 4는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을 포함시킨 기본 모형이다.3) 그리고 모형2와

5는 결혼 지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 모형

에 결혼 변수를 포함시킨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3과

6은 결혼 지위가 통제된 상태에서 종사상 지위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결과이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기실 소득 수준

에 따른 결과적 양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모형에서는 가구

총소득을 비롯한 모든 통제변수 및 핵심 설명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의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4)

3) 이 연구는 코호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듦에

따른 지지의 격차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모형 1과 모형 4

에서는 여타의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오직 교육 수준만을 통제시킨 후 연령과 사회

적 지지의 관계를 분석한다. 교육수준을 통제시키는 이유는 고령 집단의 낮은 지

지 수준이 이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4) 각 모형의 R
2값을 살펴보면 최대값이 .15 수준에 머무는 등 그다지 수치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외 표본을 대상으로 이 연구와 유사한 분석을 수

행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도 R2값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사회적 지지의 계층적 차이에 대한 미켈슨과 쿠브잔스키(Mickelson and

Kubzansky, 2003)의 연구의 경우, 이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 이외에 인종과 지역

특성(urbanicity)를 포함시켰음에도 R2은 .07~.12의 수준이다. 연결망의 크기를

분석한 무어(Moore, 1990) 연구 역시 설명력은 .027~.150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

은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의 설명력 정도가 타 연구들에 비교

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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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친족 집단의 사회적 지지 비친족 집단의 사회적 지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여성)a

남성 -.057(.030)† -.036(.031) -.035(.033) -.052(.031) -.058(.033) -.057(.035)

연령 b -.260(.111)* -.693(.163)*** -.573(.168)** -.891(.117)*** -.981(.173)*** -.932(.180)***

연령2 b .182(.052)*** .337(.062)*** .298(.066)*** .127(.054)* .205(.066)** .222(.071)**

교육 연한 .034(.005)*** .027(.005)*** .020(.005)*** .037(.005)*** .032(.005)*** .026(.005)***

(기혼집단)a

배우자
사별

-.235(.059)*** -.253(.058)*** -.258(.062)*** -.272(.063)***

이혼 -.628(.095)*** -.599(.094)*** -.415(.101)*** -.392(.101)***

비혼 -.252(.057)*** -.288(.058)*** -.085(.061)† -.113(.063)†

(정규직)a

비정규직 -.188(.048)*** -.109(.056)*

자영업 -.023(.047) -.019(.050)

무직 -.045(.044) -.068(.047)

(상위 1분위)
a

2분위 -.027(.053) .012(.056)

3분위 -.054(.040) -.019(.043)

4분위 -.133(.044)** -.115(.047)*

Constant 2.732(.063)*** 2.855(.064)*** 3.054(.080)*** 2.231(.066)*** 2.329(.068)*** 2.484(.086)***

R2 .052 .087 .108 .130 .145 .153

N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제시됨, 괄호 안은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a 개별 예측 요인 내에서의 준거집단.

b 연령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본표본의 평균 연령(45.86세)에 가까운 46세로 평균중심
화 하였음. 연령은 10-2로, 연령 자승은 10-3로 곱하여 각 계수들의 소수점 자리를 조정하였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친족 및 비친족 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선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격차를 살펴보자. 모형1과 4를 보

면, 연령 및 연령자승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경제적 지위와 결혼 지위까지 포함된 모형

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연령 자승의 계수가 양수(+)임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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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친족 및 비친족 지지의 추정곡선은 아래로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 곡선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던 사

회적 지지가 특정 연령 시점을 지나면서 오히려 증가하거나, 혹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던 경향성이 완만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고령 집

단 보다 그 이전의 중년세대에서 더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통한 정확

한 추정이 필요한데, 이는 추후에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형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모형2와 5는 기본 모형에 결혼 지위 변수들을 추가한 결과이다. 준

거 집단인 기혼 집단과 비교해 나머지 비교 집단의 친족 지지 수준이

모두 낮았으며, 이 결과는 결혼 지위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는 소득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도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었다. 흥미로

운 점은 결혼 지위에 따른 격차가 비친족 지지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다. 모형5를 보면 이혼 집단과 사별 집단의 비친족 지지 수준이 기혼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회적 지지의 격차에 관한 대표적인 해

외 연구들(예를 들어, Moore, 1990; Mickelson and Kubzansky, 2003;

Gesrtel and Sarkisian, 2006)에서 비혈연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 수준

이나 관계망 크기가 오히려 기혼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났음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소위 ‘탐욕스러운 제도로서의 결혼’ 논의는 적실

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혼 집단의 경우 연

령(평균 53세)을 비롯한 여타의 인적 특성이 기혼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수준이 뚜렷이 낮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사회

에서 이혼자들은 보완적 지원 체계로서 비친족 지지망의 획득이라는

이익 효과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대인 관계의 질적 훼손을 경험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별 집단 또한 비친족 지지의 수준이 낮았는데, 이들의 경우 평균

70.6세로 기혼 집단의 평균 연령(51세)에 상당히높으며 소득 수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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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이는 사별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즉 기혼 집단과 사별 집단의 비친족 지지 격차를 배우자와

의 사별에 의해 발생한 순효과로 이해하기 보다는, 원래 고령층에 내재

된 특성(심리적 폐쇄성, 혹은 신체 기능의 저하)과 사별의 경험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비혈연적 관계망을 위축시켰다고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가족 연결망 특성을 분석한 김안나

(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결망 구조에서는 가족 관계가 새로

운 2차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 즉 가까운 친족(예컨대, 배우자)을 매개로 이웃, 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사별 집단의 경우 이러한 확장

효과를 누리기가 힘들다. 이는 이혼 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설명

틀이다. 다만 횡단자료를 사용한 이 연구의 특성상 이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비친족 지지망의 가용정도가 낮은 사람이 이

혼을 더 쉽게 선택하는 역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보다 확실한 결론은 종단자료를 활용한 추후의 연구들을 통

해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모형3과 6에 포함된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

교할 때 오직 비정규직의 지지 수준만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 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낮은 지지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소득 수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비

정규직의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인 갈등 수준이

특히 가족관계에서높게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김진영 송예리아,

2012), 친족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심리적 요인들

(고용불안에 따른 만성적 불안감, 낮은 자존감 등)을 동시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낮은 지지 수준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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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집단으로부터의 지지에서도 나타나 이들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의 질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5)

한편 개별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격차는 뚜렷하지 않

았다. 모형1에서 남성의 친족 지지 수준이 여성에 비해 다소 낮게 나

타났지만(P<.10), 종사상 지위, 결혼 지위 등이 통제된 이후의 모형들에

서 그러한 성별 차이는 사라졌다. 이를 통해 전체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지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전체성별 집단의 분석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

도 개별계층화 요인 내에서 성별에 따른 지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개별 요인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검증

<표 4>는 상호작용 효과의검증 결과로서, 앞서 <표 3>의 모형1~6에

연령, 결혼 지위, 종사상 지위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결

과이다. 이들 요인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항은 개별 모형의 설명력을

95%의 신뢰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므로 이를 고려한 회

귀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소득 수준의 경우, 성별 상호작용항을 포함

시키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증가시키지 못했으므로 분석 결과를 제

시하지 않았다.

우선 연령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모형1과

5)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소득에 따른 격차를 살펴보면, 최하위 집단인 4분위 집

단과 최상위 집단의 차이만이 친족 및 비친족 지지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흥미롭게도 최상위 집단과 2, 3분위 집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는데 이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반드시 더 높은 지지 수준을 담보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 효과는 최하위 집단에서는 사라져 이들과 최상위

집단과의 지지 격차는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제적

자원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다다익선의 효과를 담보하지

는 않지만, 지나치게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지지의 수준이 낮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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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연령 변수들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의 회귀계수 및 ‘연령☓성별’의 회귀계수가 음(-)의값

을 나타내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지 수준

이 더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연령자승☓성별’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
친족 집단의 사회적 지지 비친족 집단의 사회적 지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여성)a

남성 -.112(.041)** -.030(.037) .088(.063) -.106(.043)* -.039(.039) -.010(.067)

연령 b -.142(.163) -.711(.163)*** -.554(.169)** -.659(.172)* -1.006(.173)*** -.914(.181)***

연령2 b .074(.075) .349(.062)*** .336(.068)*** .012(.079) .212(.066)** .242(.073)**

교육 연한 .033(.005)*** .028(.005)*** .021(.005)*** .038(.005)*** 033(.005)*** 027(.005)***

(기혼집단)a

배우자사별 -.172(.067)* -.273(.059)*** -.185(.071)* -.285(.063)***

이혼 -.368(.154)* -.588(.094)*** -.143(.164) -.382(.101)***

비혼 -.334(.074)*** -.290(.058)*** -.134(.077)† -.105(.063)†

(정규직)a

비정규직 -.159(.075)* -.020(.080)*

자영업 .139(.077)† .004(.083)

무직 .065(.061) -.021(.065)

(상위 1분위)
a

2분위 -.027(.053) .012(.056)

3분위 -.057(.040) -.017(.043)

4분위 -.138(.044)** -.111(.048)*

연령☓남성 -.217(.194) -.399(.204)*

연령
2☓남성 .199(.100)* .216(.105)*

사별☓남성 -.256(.118)* -.281(.126)*

이혼☓남성 -.410(.195)* -.434(.208)*

비혼☓남성 .108(.076) .055(.081)

비정규☓남성 -.023(.096) -.155(.103)

자영업☓남성 -.248(.094)** -.035(.101)

무직☓남성 -.230(.081)** -.098(.087)

Constant 2.765(.068)*** 2.837(.064)*** 2.948(.090)*** 2.250(.071)*** 2.309(.068)*** 2.429(.097)***

R
2

.054 .093 .115 .132 .149 .155

ΔR .002 .007 .007 .002 .004 .002

ΔF(sig. level) 3.347† 4.017** 3.624** 4.173* 3.429* 1.257

N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 R제곱의변화량은 <표 3>의개별모형에각각의상호작용항들을투입했을때증가하는크기를제시
하였음.

† P <.10 * P <.05 ** P <.01 *** P <.001

<표 4> 개별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성별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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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에 따른 연령별 사회적 지지의 변화 추이

모형1과 4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남성 연령효과의곡률이 여성에 비해 더 가파름을 의미하는 것으

로, 특정한 연령 시점 이후부터는 남성과 여성 간 지지의 격차가 수렴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각각의곡선들은 이러한

지지의 성별 변화 추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6)

그래프에서 남성의 경우 친족, 비친족 모두에서 지지의 등락이 여성

보다 더 명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50～60대에서 지지의 수

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지지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령 구간이 바로 이와 같은 중년 세대였다. 중년기는 가족

생활주기의 진행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집

중되는 시기(한경혜 송지은, 2003)로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갈등의

경험이 성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중년기 여성

의 사회적 관계영역이 주로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반해 있는데반해 중

년남성은 대체로 노동 영역에 기반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년

남성은 동일 세대의 여성에 비해 가족 및 비친족 지지 수준이 낮을 가

6) <그림 1>의 그래프는 <표 4>의 모형1과 4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만든 추정

그래프이다. 연령과 젠더를 제외한 통제변수(교육 수준)는 전체 응답자들의 평

균값(11.91년)에 가까운 12년을 입력하였다. 한편 이 연구 자료에서 85세 이상

의초고령 응답자들은 표본 수가 많지 않아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래프에서 이들 집단은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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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다. 한편 중년 이후 여성보다 낮던 남성의 지지 수준은 70대

이후 여성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결과의 해석에 있어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은 짧지만, 생존해 있

는 고령층 남성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여성보다 건강한 생존효과가 반

영되어 이들이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층에 속할수록 반드시 남성의 지지가 여성보다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노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의 연구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령에 따른 지지의 변화 폭이 각각의

지지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친족 지지의 경우,

중년기 남성이 여타의 세대 집단과 비교해 가장 낮은 지지 수준을 나타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친족 지지에 대해긍정적인 평가(3

점 이상)를 하고 있었다. 즉 남성의 경우 중년세대에서 뚜렷이 낮은 지

지 수준이 목도되고 있지만 그것은 지지 수준이 매우 높은 젊은 세대와

의 격차일 뿐, 이들이 질적으로 매우 낮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성별을 막론하고 비친족 지지에서의 감소

양상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70세 이상 남녀노인의 경우

친족 집단으로부터는젊은 세대못지않게긍정적인 지지를 인지하고 있

었지만, 비친족 지지의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주된 생활 반경이 지근거리의 가족 집단에 한

정되어 있다는 박경숙(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한국

노인에게 있어서 친구나 이웃과 같은 비혈연 집단이 상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망으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 지위와 젠더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모형2와 5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이혼 집단과 배우자 사별 집단에서 성

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혼 집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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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별에 따른 결혼 지위별 사회적 지지의 격차

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혼 집단의 경우 기혼 집단에 비해서

는 다소 낮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지를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이혼 및 사별 집단에서는 명확한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이들

두 집단은 성별을 막론하고 기혼 집단에 비해 낮은 친족 지지를 인지하

고 있었지만, 결혼 지위 간의 지지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훨씬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혼 및 사별을 경험

한 남성은 동일 지위의 여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지를 인지하고 있었

다. 이혼이나 사별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므로둘사이의 인과성을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

서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가족 해체를 통해 배우자를 상실한 남성이 자

신들의 친족 및 비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지지를얻어 내는데 있

어 상당한 애로사항을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는 그 자체로

가장 핵심적인 지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친족 관계를 연결하고 교

류하게 만드는 가교적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에게 더욱특화된 행위임을

고려한다면, 배우자를 통해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는 남성들이

가족 관계로부터 다소간 고립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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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와 젠더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살펴보

면, 정규직및 비정규직종사자 내에서는 성별에 따른 지지의 격차가 존

재하지 않는다. 자엽업과 무직집단의 경우 친족 지지에서만 성별차이

가 나타났는데, 자영업 남성, 그리고 유급의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남성이 동일 지위의 여성에 비해 친족 지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래프를 통해 추정한 결과(본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준거 집단인 정규직 종사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족 지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동 활동에 내재하

는 고유한 특성(불안정한매출, 치열한 경쟁, 높은 가계 부채 등)이 가족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5. 결과 및 논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사회적 지지 불평등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우선 친족 지지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었지만, 비친족 지지는 모든 계층집단에 균등하

게 분배된 자원이 아니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친족 지지를 인지하

고 있던 취약 집단들도 비친족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는 그다지 긍정

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혈연적 지지망을

넘어 2차적 지지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 다시 말해 다양한 루트

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모든 계층 집단에게 가능한 일은 아

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 양상에 내재한 잠재적 위험성은 무엇인가? 물론

7) 비혼 집단또한 배우자가 없는 것은마찬가지지만 이들 내부에서의 성별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 등 다양한 친족

관계망으로부터지지를확보할 수 있는젊은 세대에 포함될가능성이 높은 집단

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남성 비혼자들의 친족 지지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집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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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서도 친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다소 높게 인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한국사회가 가족 해체의 시대에 직면했다는 사회전

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는 여전히 적실한 지원 체계로 기능

할 수 있음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취약 계층의 주된 지지

망이 가족 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취약

계층은 일생에 단 한 번의 도움만 필요한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

과 정서적인 의지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집단이다. 누군가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 누군가의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며, 누군

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예

측하지 못했던 위험적 생애사건들이 반복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

이 지속적으로 생길 경우에도 가족 지지망은 여전히 아낌없이 주는 나

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스트레스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대표적으로, Thoits,

1995)은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더 자

주노출될수 있다는 점을강조해왔다. 미켈슨과쿠브잔스키(Mickelson

and Kubzansky, 2003)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반복

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이들의 낮은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 갈등을 매개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도 도움

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지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갈등적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취약 계

층의 지지망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 소진(burn out)될 가능성이

있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단일화된 사적 지원 체계는 상

당히 우려스럽다.

취약 계층의 단일한 사회적 지지망이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연결

망의 특성에 따라 제공될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종류가 다르기 때문이

다. 웰만과 워틀리(Wellman and Wortely, 1990)는 친족, 비친족의 여

부에 따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종류가 다름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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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

해서는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과 이들 간의 앙상블(ensemble)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의들을 모두 고려해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취약 계층의 낮은 비친족 지지 수준이 친족 지지망에 의해서 완

전히 대체될 수 없다는 점, 둘째, 그렇기 때문에 공적 지원 체계의 확충

및 개입을 통해취약계층의낮은 비친족 지지가 보완될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친족 집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모형의 결정계수(R
2
)가 비친족 지지에 대한 모형의

결정계수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로서,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가 친족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예

측하는데 있어서 비친족 관계를 예측하는 만큼 높은 설명력을 지니지

못함을 의미한다. 물론 친족 지지의 분산 정도가 비친족 지지만큼 크

지 않은 것이 일정부분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 계층적, 인

구학적 요인 이외의 심리학적 요인이나 지역적 맥락 효과,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를 추후의 연구들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회귀분석 및 성별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는 동일한

사회인구학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가용여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친족 지지와 비친족 지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 집단(중년 남

성, 비정규직 집단, 가족해체 집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

째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집단은 50～60대의 중년기 남성들이다. 생애

주기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

은 주로 고령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이들 중년 세대에 대

한 관심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평균추정 그래프

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이들은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은 노년 세대

보다 더 낮은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친구, 이웃,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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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비친족 관계망에서 젊은 세대들과의 상대적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흔히 ‘가교세대(bridging generation)’로도 불리는 중년의 남성베이비

부머들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부양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부딪힌 현실문제에 대한 자원과 대응기제는 충분히 준비해두

지못한 세대들이다(송호근, 2013). 이들은 자녀의 부양, 부모의 공양문

제, 자신의 은퇴, 노후 대책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

지만 자신들을 지원해줄 대인 관계망에 대해서 그다지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우울증세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였음을 고려한다면(성준모, 2012), 사회적 지

지는 베이비부머들의 일상생활에 잠재해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

인 완충기제가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베이비부머들의 관계적

취약성은 현실적인 문제 상황이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하며 추후 연구

들을 중년 남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이 무

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할 집단은 비정규직집단이다. 이 연구에서 비정

규직집단은 정규직집단에 비해 친족 및 비친족 관계망 모두로부터낮

은 수준의 지지를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 결과는 이들의 소득 수준

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

을 통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성, 낮은 임금 수준, 건강의

취약성(신순철 김문조, 2007) 등이 문제시된 바 있는데, 이에 덧붙여 이

연구 결과는 비정규직 집단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비정규직종사자들은 거시경

제적, 조직환경적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노동 집단보다도 민감하고 취

약한 집단이다. 위기 상황 하에서 노동 환경으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내재한 집단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적 복지 체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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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적 지원 체계마저도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혼이나 배우자 사별과 같

은 가족 해체를 경험한 사람들의 관계적 취약성이다. 이들은 자신의

혈연 관계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비친족 관계망으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다. 특히 이혼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격차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혼 남성의 지지 수준이 이혼 여성보다 더 낮았

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1차 관계와 2차 관계 간

의 ‘중첩성’으로 규정한 김안나(2003)의 연구를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에

서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이혼이나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배우자라는 핵심적 지지 원

을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2차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구조 역시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외연을 넓혀갈 구심점이

부재한 것이 이들 가족 해체 집단의 핵심적인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으

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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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지지의
제공자

종류 문항

친족
집단
(가족
또는
친척)

감정적
지지

1. 나에게는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는 감정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

2. 내가 진심으로 속을 터놓을 만한 사람이 있다.

도구적
지지

3.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
4. 나에게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돌봐주거나, 아플 때 나를

간호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

비친족
집단
(친구,
이웃,
동료)

감정적
지지

1. 나에게는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는 감정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

2. 내가 진심으로 속을 터놓을 만한 사람이 있다.

도구적
지지

3.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
4. 나에게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돌봐주거나, 아플 때 나를

간호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

<부록 1>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한신원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받았다. 주요 관심 연구 분

야는 사회인구학, 가족 사회학, 젠더, 건강 불평등 등이다.

[2013. 7. 8. 접수; 2013. 8. 14.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