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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명옥* 이혜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재가여성노인(시어머니) 315명을 대상으로 시
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고부갈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고부갈등은 고부당사자간은 물론이거니와 모자관계, 자세대 부부관계, 손자녀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르면 자녀세
대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와 자녀(아들) 결혼시 반대입장을 지녔던 시어머니의 경우에 고
부갈등이 가족관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갈등시 시어머니의 남편과 아들의 경우 대부분 ‘중간적 입장’의 태도를 보이거나 관
여하지 않으려 하는 ‘방관자적 입장’의 태도를 보인 반면, 딸의 경우 22.5%가 어머니를 두둔
하는 편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부갈등시 딸이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딸의 태도는 시누이-올케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가족성원들의 고부갈등 해소역할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여성노인 과반수 이상이 아
들과 남편의 고부갈등 해소역할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나타내 보인 반면, 딸의 고부갈등 해
소역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높게 나타난 반면 이에 대처
하는 가족성원들의 태도 및 고부갈등 해소역할 등은 가족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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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도 선문대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86 ￭ 노인복지연구 2002 겨울호

Ⅰ. 서 론
고부관계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한 남성을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두 여성이 법적으로 맺게 되는 부모-자녀관계를 말한다. 한편 고부갈등(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이란 가정생활의 전반에 걸쳐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에 대립되는 욕구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리적 충
돌상태 및 불만상태의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이광규,
1975), 이러한 고부갈등은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서 결혼 이후에도 생식가족과 방위가족과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가족
의식과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도 여겨진다(최경석 외, 2001). 특
히 한국과 같은 부계 가족제도 하에서는 그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많고(배선희, 1997) 고부관계 또한 수직적이며 부정적인 정서관계로
묘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통사회에서 며느리는 가정에서 가장 낮은 지
위를 갖기 때문에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았고, 반면에 시어머니는 연장자와
부모로서 며느리에게 통제권과 권위를 행사하였다(윤유경, 1996). 그에 비해
현대 가족은 부부 중심의 가족이며 부부의 평등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고부
갈등은 며느리가 인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으
로 생각하게되어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부부갈등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가정상담소(2000)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약 30년간 상담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불화 내용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은 부부간의 부정문제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고부갈등이었고
다음으로는 자녀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부갈등이라는 것이 가족
문제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문제이며 또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가 있다.
이렇듯 고부관계가 문제시되는 것은 고부간의 갈등은 당사자간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관계에도 연속적인 갈등상황을 야기시켜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이광규, 1975 : 186; 고정자, 1988 : 130; 유영주,
1985 : 262) 가족전체에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아들)의 조정
으로 고부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손자녀 관계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 가족구조와 가족생활의 내용이 변화
되고 있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고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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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성격과 고부간의 권력관계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최근에는 누적되
는 갈등으로 인하여 시부모 모시기를 꺼리고 노인들이 비관 자살하거나 가족
이 해체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어, 오늘날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고부갈등에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부갈등의 원
인이나, 고부갈등정도에 대한 실태조사(고정자, 1975; 황춘선, 1979; 유가효,
1976; 박부진, 1981; 이명숙, 1986; 이기숙, 1985; 송경아, 1987; 이정연, 1990)
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고정자, 1988; 유가효,1976; 이경애, 1981; 박영숙, 1987; 한희선, 1991; 이정숙,
1991)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오래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라 날로 변화
하는 사회의 고부갈등 양상을 설명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들이 대부분 며느리 입장에서 지각하는 고부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대처행동
에 관한 것들이고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어머니의 연령을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진 연구
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어머니의 연령을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으로 한정
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들 여
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가족치료, 가정생활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개
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부갈등시 가족성원들의 태도 및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3)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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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갈등은 상호작용이 긴밀한 관계일수록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긍정적 가치
와 부정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고부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가족 내
일체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고부당사자의
친밀도 뿐만 아니라 모자관계, 자세대 부부관계, 손자녀 관계에 까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부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박부진(1981)의 연구에서
는 고부간의 성격차로 인한 갈등이 높았고, 이명숙(1986)은 개인적 요인으로
는 심리적인 요인이 높고 가정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생활습성 차이로 인한
갈등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요인분석을 통하여 갈등요인을 구조화 시킨 이기
숙(1985)의 연구에서 시모의 경우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 손자녀 문제, 며느
리의 가족에 대한 소홀, 가정관리 태도의 서툼과 차이, 며느리의 표리부동한
태도, 며느리의 아들에 대한 태도, 반대한 결혼으로 구조화 되었고, 며느리의
경우는 시모의 상대적 비교, 시모의 이기적 태도, 소외감, 시모와의 대화 결
여, 친척 및 가습의 차이, 손자녀 문제, 친정문제 등 7개 요인으로 추출되었
다. 송경아(1987)의 연구에서는 시모의 경우 며느리의 이기적 태도, 미숙한 살
림살이, 시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의 순이었으며, 며느리는 시모의 간섭, 아들
에 대한 애정독점의 욕구, 며느리의 의견무시, 시모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혼남성(장남)의 시각에서 고부관계를 탐색
해 본 한 사례연구(배선희․김순옥, 2001)에서는 갈등의 원인으로 일상생활에
서 며느리가 겪는 불편함, 고부 상호간의 이해부족, 대화부족, TV드라마의 종
속적인 고부관계 묘사 등을 지적하였다.
변인별로는 시모의 연령이 높고(고정자, 1975; 김광일․남정현, 1974; 박영
숙, 1987) 동거가정이며(송경아, 1987; 고정자, 1988), 도시에 거주할 경우(박부
진, 1981) 갈등이 빈번하게 야기되며 갈등이 높았다. 또한 시모의 갈등원인은
시모의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가 영향
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희선, 1991).
고부갈등시 남편(아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에서 시모측은 아들이 관여치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며느리는 남편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고정자, 1975; 유가효, 1976; 권정자, 1984).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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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역할에 대해서는 시모의 경우 과반수가 불만족하게 여기고 있어(이
경애, 1981) 이로 인해 모자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최근에 기혼남성
(장남)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배선희․김순옥, 2001)에서는 이들 또한 갈등
이 있을 때 참기 어려웠으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 결
국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변인별로 시모의 연령이 높고 학
력이 낮을수록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를 두둔한다고 생각하였으나(고정자,
1975), 이경애(1981)의 연구에서는 시모의 학력이 높을 때 아들의 조정역할에
불만족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당사자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가효(1976)의 연
구(며느리대상)에서는 ‘더 멀어졌다’는 반응이 28%로 나타났으나, 이경애(1981)
의 연구(시모대상)에서는 44.2%로 나타나 며느리보다 시모가 더욱 더 심리적
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정숙(1991)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모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며느리와 다투거나 불화가 있은 후 서로 사
이가 이전에 비해 어떠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35.8%가 ‘이전보다 더 멀
어졌다’로 나타나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반응(8.6%)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고부갈등으로 인한 모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가효(1976,
며느리대상 : 19.3%)의 연구에서 보다 이경애(1981, 시모대상 : 27.3%)의 연구
에서 ‘이전보다 더 멀어졌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모와 아들을
대상으로 한 박영숙(1987)의 연구에서도 시모가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정자(1989)의 사례연구에서 아들이 아내 편을 듦으로써 모자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들이 시어머니 편을 듦으로써 부부싸움을 일으
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들(남편)의 중재 역할이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세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부갈등으로 인해 과반수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부간의 불화 때문에 부부간의 별거나 이혼
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며느리가 21.7%나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유가효, 1976) 고부간의 불화는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ll(1975)은 시가족과의 관계가 결혼한 자녀들에게 결혼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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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가져오게 되는 필연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여 고부갈등이 차세대 부부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변인별로는 시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
자가 없는 경우 고부간의 불화가 자세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애, 1981).
넷째, 고부갈등으로 인해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숙, 1987; 한희선, 1991). 시모의 연령이 높을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생활수준이 중․하위 집단이,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지 않는 집단에서 손자녀 관계가 보다 멀어짐을 나타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부간의 갈등은 고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부 불화시 시어머니는 아들뿐아니라 딸에게 호소하
는(고정자, 1975; 1988)비율도 높게 나타나 시누이-올케 관계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재가여성노인(시어머니)을 대상으
로 2002년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선
행연구를 기초하여 구성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20명의 여성노인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언어소통이나
청각장애에 불편이 없는 노인으로서 주로 노인관련 기관(경로당, 복지관, 노
인대학)등에서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와 교육받은 조사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면접내용이 충실치 못한 15부를
제외한 총 3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대는 60-65세가 40.0%(126명), 66-70세
는 30.2%(95명)로 대다수 연령대가 60-70세로 나타났고, 학력은 48.3%가 초
등학교졸, 21.0%가 무학, 18.1%가 중학교, 9.5%가 고등학교, 3.2%가 대학교이
상이었으며 생활정도는 보통 68.6%, 비교적 잘 사는편이 19.3%, 비교적 빈곤
한 편이 1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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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연령

60-65세
66-70세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126
95
50
31
13

40.0
30.2
15.9
9.8
4.1

학력

무학
초졸(퇴)
중 졸(퇴)
고졸(퇴)
대졸(퇴)이상

66
152
57
30
10

21.0
48.3
18.1
9.5
3.2

생활정도

매우 잘 사는편
비교적 잘 사는편
보통이다
비교적 빈곤한 편
매우 빈곤한 편

13
48
216
36
2

4.1
15.2
68.6
11.4
.6

배우자
생존여부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지 않다

185
130

58.7
41.3

종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212
103

67.3
32.7

건강상태

매우 건강한 편
대체로 건강한 편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44
155
100
16

14.0
49.2
31.7
5.1

생활비
마련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기타

198
103
14

62.9
32.7
4.4

사회활동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지 않다

163
152

51.7
48.3

동거여부

같이 산다
같이 살지 않는다

113
202

35.9
64.1

결혼의사

찬성했다
그저 그랬다
반대했다

192
106
17

61.0
33.7
5.4

315

1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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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노인의 58.7%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며 67.3%가 종교를 갖고
있고, 63.2%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반면 36.8%는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나타
났고 생활비 마련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62.9% 이며 자녀보조가 32.7% 이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51.7% 이며 동거와 관련해서는 64.1%의
노인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며 아들-며느리 결혼당시 61.0%가 ‘찬성’,
33.7%는 ‘그저그랬다’, 5.4%는 ‘반대’하였다.
2. 자료분석

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일
반적 특성 및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재가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연구의 결과
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본다.

Ⅳ. 연구결과
1. 고부갈등시 가족원의 태도 및 갈등해소 역할

고부갈등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남편, 아들, 딸의 태도 및 이들
이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들
<표 2> 와 같이 고부갈등시 아들의 태도는 46.3%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양쪽이 이해하도록 애쓴다’는 태도를 보였고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25.4%)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를 두둔하는 편(11.4%)’ 보다는 아내를
두둔하는 편(16.8%)이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아들의 조정역할에 대해 시어
머니는 불만족을 표명하였다. 한편, 고부갈등시 아들의 갈등해소역할에 대해
서는 39.4%가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30.5%는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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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히려 악화시켜주는 경향이 있다’도 6.7%로 나타나 절반이상이 아들
의 갈등해소 역할에 불만족을 나타내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
(이경애, 1981) 와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표 2> 고부갈등시 아들의 태도 및 갈등해소 역할정도
구 분

36
53

11.4
16.8

146
80

46.3
25.4

대체로 잘 해소시켜 준다

74

23.5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갈등해소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역할정도
오히려 악화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

124
96

39.4
30.5

21

6.7

315

100.0

아들의
태도

아들의

어머니를 두둔하는 편이다
아내를 두둔하는 편이다

빈도(명) 비율(%)

중간적인 입장에서 양쪽이 이해하도록 애쓴다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계

2) 남편
<표 3> 과 같이 고부갈등시 남편의 태도는 19.0%가 ‘관여하지 않으려 한
다’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쪽이 이해하도록 애쓴다’가 17.8%
로 나타났다. 한편, ‘나를 두둔하는 편이다’(7.6%)에 비해 ’며느리를 두둔하는
편이다‘(14.3%)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시어머니 입장에서 남편의 태도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고부갈등시 남편의 갈등해소 역할에 대해서는, 27.6%가 ‘별로 해소시켜 주
지 못한다’,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가 18.0%, ‘오히려 악화시켜 주는 경
향이 있다’가 5.0%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남편의 역할에도 불만족을 드러냈
으며, ‘대체로 잘 해소시켜 준다’고 답한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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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부갈등시 남편의 태도 및 갈등해소 역할정도
구 분

남편의
태도

빈도(명) 비율(%)

나를 두둔하는 편이다
며느리를 두둔하는 편이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양쪽이 이해하도록 애쓴다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배우자가 없다

대체로 잘 해소시켜 준다
남편의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갈등해소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역할정도 오히려 악화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가 없다
계

24
45
56
60
130

7.6
14.3
17.8
19.0
41.3

26
87
57
16
130

8.2
27.6
18.0
5.0
41.3

315

100.0

3) 딸
<표 4> 와 같이 고부갈등시 딸의 태도를 살펴보면, 31.4%가 ‘중간적 입장
에서 양쪽이 이해하도록 애쓴다’로 나타났고, 22.5%는 ‘본인(어머니)을 두둔하
는 편’으로 나타났고 ‘올케를 두둔하는 편이다’(14.3%), ‘관여하지 않으려 한
다’(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부갈등시 어떤 형태로든 딸이 적
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결과(고정자,
1975; 1988)에서 고부불화시 시어머니는 아들 뿐 아니라 딸에게 호소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딸의 태도는 시누이올케 관계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고부갈등시 딸의 갈등해소 역할에 대해서는, 66.3%가 ‘대체로 잘 해소시켜
준다’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7.0%), ‘전혀 해소시
켜 주지못한다’가 6.3%, ‘오히려 악화시켜주는 경향이 있다’는 1.5%에 불과했
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시어머니는 고부갈등과 관련해 딸의 태도와
갈등해소 역할정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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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부갈등시 딸의 태도 및 갈등해소 역할정도
구 분
나를 두둔하는 편이다
올케를 두둔하는 편이다
딸의 태도 중간적 입장에서 양쪽이 이해하도록 애쓴다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딸이 없다
딸의
갈등해소
역할정도

빈도(명) 비율(%)
71
45
99
41
59

22.5
14.3
31.4
13.0
18.7

대체로 잘 해소시켜준다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오히려 악화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딸이 없다

209
22
20
5
59

66.3
7.0
6.3
1.5
18.7

계

315

100.0

2.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1) 며느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부갈등으로 인한 며느리와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51.4%
가 ‘별 변화가 없었다’로 나타난 반면 32.7%는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로 나타
나 기존의 이경애(1981)의 연구에서 나타난 44.2%보다는 낮았다.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15.9%로 나타나 고부갈등으로 인한 고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두배 정도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별로는 <표
6> 에서와 같이 대졸이상의 학력이 높은 시어머니일수록(60.0%), 경제적으로
는 ‘비교적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시어머니들일수록(52.1%) 며느리와의 관
계가 ‘더 멀어졌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
는데 ‘동거하고 있는 경우’(38.9%)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29.2%)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자녀(아들) 결혼시 ‘반대의사’를 보인 경우(64.7%)는 그렇지 않은 경우(27.1%)
보다 ‘관계의 멀어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 아들부부
의 결혼시부터 탐탁치않게 여긴 며느리의 경우 고부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며 서로의 소원한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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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고부갈등이 야기되었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고부갈등으로 인한 며느리와의 관계 변화
구 분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별 변화가 없었다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
잘 모르겠다
계

빈도(명)

비율(%)

50
162
103
-

15.9
51.4
32.7
-

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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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며느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 ) : 백분율
며느리와의 관계 변화
일반적 특성

더
변화없음
가까워짐

더
멀어짐

계

x2

df

27(21.4)
10(10.5)
8(16.0)
4(12.9)
1(7.7)

61(48.4)
50(52.6)
28(56.0)
14(45.2)
9(69.2)

38(30.2) 126(100.0)
35(36.8) 95(100.0)
14(28.0) 50(100.0)
13(41.9) 31(100.0)
3(23.1) 13(100.0)

8.634

8

연령

60-65세
66-70세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11(16.7)
24(15.8)
9(15.8)
5(16.7)
1(10.0)

31(47.0)
83(54.6)
29(50.9)
16(53.3)
3(30.0)

24(36.4) 66(100.0)
45(29.6) 152(100.0)
19(33.3) 57(100.0)
9(30.0) 30(100.0)
6(60.0) 10(100.0)

4.796

8

학력

무학
초졸(퇴)
중졸(퇴)
고졸(퇴)
대졸(퇴)이상

배우자 생존함
생존 생존치 않음

35(18.9)
15(11.5)

94(50.8)
68(52.3)

56(30.3) 185(100.0)
47(36.2) 130(100.0)

3.462

2

매우 건강
6(13.6)
대체로 건강
25(16.1)
건강치 못함
17(17.0)
매우건강치못함 2(12.5)

25(56.8)
84(54.2)
43(43.0)
10(62.5)

13(29.5) 44(100.0)
46(29.7) 155(100.0)
40(40.0) 100(100.0)
4(25.0) 16(100.0)

5.068

6

건강
상태

동거
여부

같이 산다
7(6.2) 62(54.9)
같이 살지않음 43(21.3) 100(49.5)

44(38.9) 113(100.0)
59(29.2) 202(100.0)

12.902**

2

결혼
의사

찬성했다
그저 그랬다
반대했다

52(27.1) 192(100.0)
40(37.7) 106(100.0)
11(64.7) 17(100.0)

15.640**

4

계

33(17.2) 107(55.7)
13(12.3) 53(50.0)
4(23.5)
2(11.8)

50(15.9) 162(51.4) 103(32.7) 315(100.0)

* p<0.05 **p<0.01 ***p<0.001

2) 아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부갈등으로 인한 아들과의 관계변화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55.9%
가 ‘별 변화가 없었다’로 나타났고 그에 비해 18.4%는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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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8.6%에 불과했다. 이로써 고
부갈등은 아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는 <표 8>과 같이, 고졸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그
전보다 더 멀어졌다’로 나타나 시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이었다는 선행
연구결과(이경애, 1981; 한희선, 1991)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며느리와 달리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아들의 결혼에 반대의사
를 지녔던 시모의 경우 고부갈등으로 인한 모자관계가 멀어졌다는 경우가
52.9%로 나타나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고부갈등으로 인한 아들과의 관계 변화
구 분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별 변화가 없었다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
잘 모르겠다
계

빈도(명)

비율(%)

27
176
58
54

8.6
55.9
18.4
17.1

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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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자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 ) : 백분율
아들과의 관계 변화
일반적 특성

더
더
변화없음
가까워짐
멀어짐

계

2

x

df

잘 모름

12(9.5)
9(9.5)
4(8.0)
2(6.5)
-

67(53.2) 28(22.2) 19(15.1) 126(100.0) 14.453
51(53.7) 19(20.0) 16(16.8) 95(100.0)
30(60.0)
4(8.0) 12(24.0) 50(100.0)
16(51.6) 6(19.4) 7(22.6) 31(100.0)
12(92.3)
1(7.7)
- 13(100.0)

12

연령

60-65세
66-70세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40(60.6) 11(16.7) 10(15.2) 66(100.0) 18.890
85(55.9) 27(17.8) 23(15.1) 152(100.0)
36(63.2) 8(14.0) 9(15.8) 57(100.0)
9(30.0) 9(30.0) 11(36.7) 30(100.0)
6(60.0) 3(30.0) 1(10.0) 10(100.0)

12

학력

무학
5(7.6)
초졸(퇴)
17(11.2)
중졸(퇴)
4(7.0)
고졸(퇴)
1(3.3)
대졸(퇴)이상
-

배우자 생존함
생존 생존치 않음

18(9.7) 105(56.8) 33(17.8) 29(15.7) 185(100.0)
9(6.9) 71(54.6) 25(19.2) 25(19.2) 130(100.0)

1.408

3

27(61.4) 6(13.6) 8(18.2) 44(100.0) 13.668
95(61.3) 21(13.5) 27(17.4) 155(100.0)
49(49.0) 27(27.0) 15(15.0) 100(100.0)
5(31.3) 4(25.0) 4(25.0) 16(100.0)

9

건강
상태

매우 건강
대체로 건강
건강치 못함
매우 건강치 못함

3(6.8)
12(7.7)
9(9.0)
3(18.8)

동거
여부

같이 산다
같이 살지 않음

8(7.1) 69(61.1) 21(18.6) 15(13.3) 113(100.0)
19(9.4) 107(53.0) 37(18.3) 39(19.3) 202(100.0)

결혼
의사

찬성했다
그저 그랬다
반대했다
계

2.848

20(10.4) 112(58.3) 28(14.6) 32(16.7) 192(100.0) 22.454***
6(5.7) 62(58.5) 21(19.8) 17(16.0) 106(100.0)
1(5.9)
2(11.8) 9(52.9) 5(29.4) 17(100.0)

3

6

27(8.6) 176(55.9) 58(18.4) 54(17.1) 315(100.0)

*p<0.05 **p<0.01 ***p<0.001

3) 자세대 부부(아들-며느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부갈등으로 인한 자세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9>에
서와 같이 ‘별 변화가 없었다’가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모르겠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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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가 10.2%로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 7.3% 보
다 높게 나타나 다른 관계보다는 비교적 부정적 영향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오히려 시어머니 자신이 소외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특성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9> 고부갈등으로 인한 아들-며느리 관계변화
구 분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별 변화가 없었다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
잘 모르겠다
계

빈도(명)

비율(%)

32
159
23
101

10.2
50.5
7.3
32.1

315

100.0

한편 고부갈등으로 인한 자세대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30.5%가 ‘전혀 없었다’로 나타난 반면 ‘자주 있
었던 편’(4.1%), ‘가끔 있었던 편’(23.5%), ‘아주 드물게 있었던 편’(26.7%)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써 이는 선행연구(유가효, 1976; 이경애, 1981)결과와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
표 10>.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고부갈등으로 인한 불화는 자세대 부부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다.
<표 10> 고부갈등으로 인한 자세대 부부 싸움 정도
구 분
자주 있었던 편이다
가끔 있었던 편이다
아주 드물게 있었던 편이다
전혀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빈도(명)

비율(%)

13
74
84
96
48

4.1
23.5
26.7
30.5
15.2

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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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11>에서와 같이 56.5%가 ‘별 변화가 없었다’, 9.2%는 ‘그전보다 더 가
까워졌다’로 나타난 반면, 13.3%는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로 나타나 고부갈등
으로 인한 손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한편 ‘잘 모르겠다’(21.0%)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은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이 자신 가족의 고부갈등을 남에게 노출하기를 꺼리
는데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추측이 되어진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11> 고부갈등으로 인한 손자녀와의 관계 변화
구 분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별 변화가 없었다
그전보다 더 멀어졌다
잘 모르겠다
계

빈도(명)

비율(%)

29
178
42
66

9.2
56.5
13.3
21.0

315

100.0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부관계가 시어머니 우위형에서 며느리 우위형으로 변화해 가
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부갈등시 가족원의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성원 중에서 아들과 남편의
경우 대부분 ‘중간적 입장’의 태도를 보이거나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방관자
적 입장’의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아들의 경우 고부갈등시 ‘어머니를 두둔하
는 편’(11.4%)보다는 ‘아내를 두둔하는 편’(16.8%)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편의
경우 ‘아내를 두둔하는 편’(7.6%) 보다는 ‘며느리를 두둔하는 편’(14.3%)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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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성노인 대부분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딸의 경우는 22.5%가 어머니를 두둔하는 편이 높게 나타남
으로써 고부갈등시 딸이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엿볼 수 있었으
며 이러한 딸의 태도는 시누이-올케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되었다.
가족성원들의 고부갈등해소 역할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아들의 경우 23.5%가
‘대체로 잘 해소시켜 주고 있다’로 나타난 반면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
다’(39.4%),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30.5%),‘오히려 악화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6.7)로 나타나 여성노인 과반수 이상이 아들의 고부갈등 해소역할에 대
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 보였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잘 해
소시켜 주고 있다’는 8.2%에 불과했으며 27.6%가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
다’, 18.0%는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5.0%는 ‘오히려 악화시켜 주는 경
향이 있다’로 나타나 남편의 고부갈등 해소역할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높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대체로 잘 해소시켜 준다’가 6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7.0%), ‘전혀 해소시켜 주
지 못한다’(6.3%), ‘오히려 악화시켜 준다’는 1.5%에 불과했다. 이로써 딸의 고
부갈등 해소역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고부당사자간은 물
론이거니와 모자관계, 자세대 부부관계, 손자녀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으로는 자녀세대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와 자녀(아들) 결혼시 반대입장을 지녔던 경우에는 고
부갈등으로 인한 관계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
에 학력, 생활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코자한다.
첫째, 고부갈등이 서로의 가치관 차이나 세대차로 인해 비롯되는 갈등이 높
은 만큼, 각종 노인관련 시설이나 기관(복지관)등에서 며느리, 자녀세대를 이
해함으로써 고부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긍정적 사고훈련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심각한 고부갈등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높은 경우 그대로 방치하
게 되면 가출, 비관자살, 노인학대 및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
어머니,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 뿐 아니라 갈등해소에 도움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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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아들, 남편, 손자녀, 딸 등 전체가족성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나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고부간의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핵가족이나 준 동거형태의 거주형태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고부갈등에 대해 시어머니 입장에서 접근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
각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추후연구에서는 고부갈등의 직
접적인 당사자인 고부 양측모두의 입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다고 본다. 또한 고부갈등과 관련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쉽사리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양적인 연구만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
해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인 연구와 병행하여
질적인 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사실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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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s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n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Female Elderly

Myung-Ok S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 Moon University
Hae-Ja Lee
Affiliated Professor,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which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will have on the
whole family relationship of the female Elderly. 315 the female elderly
above 60s living in seoul city took part in this study so a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followings:
1)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has affect
to their family relationship(mother-son, husband-wife, grand-son and
daughter) negatively.
2) When the trouble of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is
occurred, son and husband take a ‘middle position’ or ‘onlooking attitude’
but in daughter case, 22.5% is stand by their mother and intervene
positively. So such daughter's attitude seem to have an negative influences
to relationship of between sister-in-law and daughter-in-law.
3)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conflict solution role of son and husband,
the female aged above 50% is not satisfied. while In the case of daughter,
66.3% the female aged is satisfied high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