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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국제비교가 가능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여러 

사회조사들을 국제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

인 사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

역에서 GSS를 실시중인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연합하여 참가

하고 있는 동아시아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도 있다. 한

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 

SRC)에서 국제사회조사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올해 성대 SRC와 공동으로 올해 조사 모듈인 시민권

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특별모듈인 위험사회를 부가적으

로 조사하였다. 공동 조사연구는 현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역량 국제화’ 방향에 잘 부합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정책의 개발⋅수립에 있

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를 중심으

로 자녀가치관, 독신가구 변화, 가족의 네트워크 및 시간자원, 가족의 신

체적 및 정신적 건강성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고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함께 위험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변화를 분석

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좌표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향후 가

족강화와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위상에 맞는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적 공동 조사연구를 

발간사 <<



통해 연구역량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사회정책 개발․수립에 있어서 국제

적 수준으로 도약이 필요하다. 사회현상 및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서 한국 상황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유용한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아

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공정성 및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사회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여 통일미래시대 

사회문제 예측 및 통일한국 준비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께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원

내 검독자인 사회정책연구본부 이현주 본부장과 노대명 연구위원 및 두 

분의 외부 익명 검독자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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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mily and Social 
Changes: Using the ISSP and EASS Database

This study examines, by using the ISSP and EASS data, family 

and social trend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eden, France, Germany, Japan, 

China, Taiwan, and Korea.

The results show that positive child value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play of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family policy, and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of single 

households is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their happiness. 

People in East Asian countries have a relatively low social 

participation rate and tend to depend on their family members 

when in need of support. The bargaining power of the spouse 

is found to affec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larger 

the bargaining power of the wife, the smaller her portion in 

household labor. 

A high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positive health status of individuals.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n with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show a higher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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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gender-equal societies, while in less gender-equal 

societies, egalitarian gender-role attitudes are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en. 

In Korea, people view “social justice” as much less about 

individual decisions and responsibilities than they used to 5 

years ago. Awareness of social risks in Korea has gone up 

slightly in 2014 compared to the preceding year, and the areas 

where main social changes have been perceived are natural 

disasters and health related risk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화 및 디지털화 시대에 다각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조사’ 

(quality social survey)를 실시하여 사회현상 및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국제

비교가 가능한 다양하고 질 높은 여러 사회조사들을 국제공조 아래 지속

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를 활발하

게 실시중인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연합하여 참가하고 있는 동

아시아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도 있다.

본 연구는 SRC와 공동으로 KGSS-ISSP-EASS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를 국제비교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되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도모하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자녀가치관은 복지국가 레짐별로 다르기보다는 아동양육 환경과 가족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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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은 매우 양성평등적

인 가족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음에도 자녀관이 긍정적

인 이유는 자녀양육을 사회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임에도 출산율이 높고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자

녀관이 긍정적인 미국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 보편화될 때 고복지 비용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출산율은 제고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녀 친화적 환경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여기에는 

공적 및 사적 교육비용, 여가비용 등에 대한 낮은 비용 부담이 포함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은 모두 부

정적인 자녀관과 함께 낮은 출산율을 가지는 국가이다. 이 국가들은 여성

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낮아 자녀출산 및 양육을 기피하

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독신가구 현황과 특성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가족정책과 조세정책, 고용정

책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정책이 명시적으로 구축되

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용이한 관계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이러

한 거시적인 요인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 유형이나 가족정책의 

차이보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최근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특

성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性)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수준에서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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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족과 사회적 자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참여는 낮은 편이었고, 일상적 접촉수준과 

사회적 지원망에서 가족 중심의 비중은 국가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전체의 1/3~2/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사회적 조

직의 참여율이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많은 부분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적으로는 가족 외 타인과의 접촉수준이 높은 편

이었으나 사회적 지원망은 가족 중심적이었다. 중국의 사회적 조직 참여

율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일상적 접촉수준의 주로 가족 및 친척

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본 연구에서 파악된 사

회적 자본의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가족 및 친척과 같은 강한 유

대관계 보다는 이웃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의 넓고 다소 약한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참여는 낮았으나, 적극적 참여율은 4개국 중에서 높은 편으로 특히 종교

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등의 조직에서 활발하였다. 일상적 접촉을 하는 

사람의 수는 비교적 협소하였으나 사회적 지원망은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가족 내 시간배분

부부간의 교섭력이 가사 및 육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교섭력(소득 비)은 가사 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내의 교섭력이 커지면 가사 분담률은 감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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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내의 교섭력이 계속 커진다 해도 그만큼 분담률이 감소하지는 않는

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사 분담률이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아내의 가사 분담률

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공공부문의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변수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MI와 건강행동은 스웨덴과 

같은 유럽국가에서 뚜렷한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비만도, 운동부족 등 위험요인과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수준관련 가족형태의 변수는 결혼 상

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미혼의 상태일 때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별거, 사별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운동실천지원, 흡연 및 음주

예방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바. 성역할 변화와 심리적 웰빙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은 스웨덴과 대만 남성에서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스웨덴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보수적 성역할 인식이 높은 대만의 경우,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이 주관적 행복도와 가정생활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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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웰빙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결혼상태, 교육수준, 고용상

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조사 대상 9개국 모두

에서 이 같은 경향은 매우 유사하게 수렴되었다. 특히 한국은 고학력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이 조사 대상 9개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연령코호

트별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 사회의 공정성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동을 분석한 결과

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들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는 

지난 오년 동안 개인역량 관련 변수들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집

안변수와 인맥관리 변수의 중요성이 더 증가하였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갈등의 심각성은 감소하고 있

다. 심지어 실업자와 빈민 혜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양극

집단의 갈등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정체 국가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

했고,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이는 위험사회의 리스크를 

개인보다 가족 혹은 집단적으로 관리해 왔던 한국의 집단 문화 성향에 개

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와 복지 이데올로기가 혼합하

여 생성된 결과라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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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사회 인식변화 

2014년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100점 중 40.66점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년대비 1.67점 증가하였다. 각 영역별

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 36.70점, 건강 관련 위험 35.95점, 생애주기 관

련 위험 36.98점, 사회생활 관련 위험 38.88점, 경제생활 관련 위험 

42.14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35.98점, 환경 관련 위험 42.04점

으로 모든 영역에 관한 위험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

해 관련 위험이 4.33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

강관련 위험이 3.3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0.05점 증가로 2013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

었다.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성별로는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지수가 

더 높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3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위험지수도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았다. 세대별 위험지수는 민주화탈냉전 세대

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산업화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긍정적 자녀가치관 제고

기대자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자녀관이 제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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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위해서는 첫째, 고학력 여성을 지원하는 가족 및 경제활동 지원정책

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념이 행동이 지배하

기보다는 사회정책을 통한 충분한 지원환경이 가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이다. 셋째, 가임 및 출산기 연령대를 

위한 자녀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정책은 고비용 정책이지만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

게 되면 비용 효율적이 된다. 자녀출산 및 양육을 담당한 35~44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자녀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사고를 긍정적으

로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혹은 캠페인을 통해서 자녀출산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 자발적으로 다자녀 출

산 및 긍정적 자녀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회운

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나. 독신가구 증가에 따른 현행 제도 개선 

독신가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

서 40대 이하 독신은 고학력자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수

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업무 스트레스와 고연령 등의 이유로 불임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고용률이 낮은 일부 국가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독신은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정 수

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등록금 지원, 청년 창업 지원정책, 신혼부부를 위

한 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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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이 독신자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녀를 출산한 직후 자

녀를 맡길 곳이 없는 국가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비중이 높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

기 위해 투입한 엄청난 재정이 출산율이라는 정책성과로 연계되기 위해

서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출산장려정책

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 사회조직과 공동체 구축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동아시아4개국의 사회적 네트워크 중 비

가족적 네트워크 수준은 상당이 낮은 편으로, 비가족적 네트워크를 활성

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은 사회조직 중 동창회, 여가모임, 

종교집단 등의 참여율이 높아 학연, 종교생활 및 여가생활이 사회적 공동

체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역뿐 아니라 직

업.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정치모임 등 기타 영역에 있어서도 

활발한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단체의 활동 및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라.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 제고 

부부간의 교섭력(소득 비)은 가사 분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독일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

섭력과 관계없이 아내의 가사·육아 분담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즉, 교섭력을 동등하게 만든다고 하여도 분담률이 평등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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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기 때문에 교섭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남성의 가사와 육아 분

담을 높이기 위한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캠페인 측면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미국의 경우는 BMI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개인의 신체활동수준과 흡

연행동 수준 등은 긍정적인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공중보

건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강생활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가족형태가 달라지고 생활패턴이 달라져도 건강

생활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여건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운동실천지원, 흡연 및 음주예방

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바. 심리적 웰빙 제고 

9개국 중 유일하게 일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성의 행복감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노인 인구는 2014넌 기준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해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로 꼽힌다. 향후 일본의 중장년 및 

노년인구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때 연령과의 관

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평등적 또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심

리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12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주관적인 행복감과 가

정생활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 웰빙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 공정성 제고

한국의 경우 인생 성공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역량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집안변수와 인맥관련 변수의 중요성은 증가했다. 

둘째, 최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동조 인식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업자와 빈민에 대한 혜택을 찬성

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양극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 갈등

을 인식하는 수준은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심각성은 

나이가 든 코호트일수록 더 느끼고 있었다. 넷째,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항목들의 중요성은 모두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2009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한 책임과 부양가족

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더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4년

에는 부양할 자녀의 유무와 더불어 이 두 변수들도 연령이 높아갈수록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 위험사회 대응

위험은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 만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효

과적인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으로는 Holzmann & Jørgensen(2001)이 

제시한 사회적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을 주목할 수 있는데,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 위험대처(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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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ng) 전략이 그것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적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 

내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실효성 있는 위험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정책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위험관리

과정 및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국제사회조사, 자녀가치관, 가족자본, 독신가구, 가족시간, 성역할, 

사회의 공정성, 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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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화 및 디지털화 시대에 다각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조

사’(quality social survey)를 실시하여 사회현상 및 변화에 대해 정확하

게 진단해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국

제비교가 가능한 다양하고 질 높은 여러 사회조사들을 국제공조 아래 지

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를 활발하

게 실시중인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연합하여 참가하고 있는 동

아시아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도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두 국제사회조사 모두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가 주관기관이 되어 지난 10여 년 이상 해마다 

한국종합실태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지속적으

로 실시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두 가지 국제사회조사(ISSP-EASS)의 중요

성과 조사의 과학성, 결과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별 대학에 한정되

어 수행하기보다는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양질의 국제비교분석용 자료를 

함께 생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여러 사회적 현안에 조응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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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SRC)와 공동으로 국제사회조사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며 국제

비교분석이 가능한 사회정책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SRC와 공동으로 KGSS-ISSP-EASS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를 국제비교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되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를 중

심으로 사회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도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생산된 

ISSP 및 EASS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ISSP의 경우 통상 데이터

가 생산된 후 2년이 지나야 사용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SSP 멤버십

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가 공적으로 나오기 전에 사용가능하다. 그 데이터

가 바로 2012년 생산된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모듈

이다. 아울러 EASS의 경우는  2012년에 「Network Social Capital in 

EA」 모듈로 동아시아 국가의 네트워크 사회자본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였

다. 두 데이터 모두 가족과 관련된 조사로 이를 활용하여 최근 우리나라

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는 자녀관, 독신가구의 증가, 일가정양립, 가

족의 건강성 등의 현상과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변화양상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나라들

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올해 2013년에 ISSP 데이터 모듈은 「National Identity」이고 

KGSS 모듈은 「위험사회」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이 인식 

어떠한지를 국제 비교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의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실태를 보되 각종 사건 사고를 경험한 

올해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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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변화와 사회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하여 문제 현안을 

진단한 뒤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가족변화로 선정한 주제는 자

녀관, 독신가구, 가족자본, 남녀 시간배분, 가족유형별 건강, 성

역할과 심리적 웰빙 등이다. 사회변화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

가 간 인식차이와 위험사회의 인식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초점으로 분석한다. 

둘째, 주제별로 KGSS 및 ISSP module, 격년마다 추가로 수행되는  

EASS module에 의거하여 주제별 모듈을 선택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전국사회조사(national sample 

survey)를 실시하여 올해 모듈인 시민권과 위험사회(KGSS 특

별모듈)에 대한 국제비교 및 국내추이 분석용 DB를 구축한다.

셋째, 조사된 데이터를 심층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의 실태

를 제시하고, 다각도의 국제비교분석(cross-national com-

parative studies)을 시도하며 한국사회에 시의적절한 제반 사

회정책을 개발한다.

가족변화와 사회변화 현안들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국제적 동향에 

의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진단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위상에 맞는 사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적 공동 조사연

구를 통해 연구역량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사회정책 개발․수립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나아가서는 사회현상 

및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 상황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유

용한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아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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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

법 마련, 가족의 건강성 제고, 사회공정성 및 통일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

해서 통일미래시대 사회문제 예측 및 통일한국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가

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가족 및 사회변화를 측정하여 한국의 사회상을 

진단하여 이러한 변화대응에 유용한 사회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총 6부 11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부는 서론 및 데이터 소개, 제2부는 가족구조 

변화, 제3부는 가족자본 실태, 제4부는 가족의 건강실태, 제5부는 사회변

화, 그리고 마지막 제6부는 결론이다. 

우선, 제1부에서는 서론과 데이터를 소개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을 다룬다. 제2장 조사개요에서는 본 연구

에서 활용한 ISSP, EASS, KGSS 조사의 개요를 담고 있다. 표본추출 방

법, 조사주기 및 주요 문항, 장별 사용 모듈 등을 다루었다. 

제2부 가족구조의 변화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3장은 자녀관 국

제비교로 2012년 ISSP 조사 모듈을 사용하여 9개국의 자녀관 특성과 자

녀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주는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제4장 독신가구 현황과 특성 국제비교에서는 최근 가족

구조 변화 중 가장 뚜렷한 특성인 1인가구의 추이를 9개국을 중심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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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 2012년 모듈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1인가

구의 증가를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가족자본 실태로서 2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5장 가족유형

별 사회적 자본 국제비교에서는 동아시아 4개국을 중심으로 가족유형별 

사회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였고, 한국의 특성 및 좌표를 파악하는데 주

력하였다. 제6장 가족 내 남녀 시간배분 국제비교에서는 한국, 독일, 일

본을 중심으로 가족 내 시간배분이 부부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을 감안하여 가사분담의 정도가 이러한 교섭력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부는 가족의 건강실태로 이것도 2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체적 

건강과 다른 하나는 심리적 웰빙을 국제비교 하였다. 우선 제7장 가족유

형과 건강수준 국제비교에서는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

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급여정도와 만족도, 건강생활요인과 관련된 사회

적 요인의 제 특성을 국제비교하였다. 제8장 성역할 변화와 심리적 웰빙 

국제비교에서는 성역할 변화가 행복 및 심리적 웰빙에 주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5부는 사회변화로 제9장과 제10장이 해당된다. 여기서는 올해 조사

되는 ISSP 및 KGSS 조사주제를 분석하였다. 제9장에서는 사회의 공정성 

국제비교로 전통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잘 발달된 영국과 미국, 보수주

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노르딕복지국가인 스웨덴, 전통적인 가족

주의 문화가 침체하고 있는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중국, 일본, 대만)를 대

상으로 2009년과 2014년 ISSP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지난 5년간 공

정성 혹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

펴보았다. 제10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위험인식을 파악한 것으로 성,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등 개별적, 집단적 특질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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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2013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변화추이도 파악하였다. 이

를 통해서 위험의 생산과 소비에 따르는 긴장으로 유발된 갈등의 소지를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마지막 6부 본 연구의 결론으로 8개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족 및 사회적 변화 환경 속에서 한국사회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향해

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3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하였다. 각 주제별 관련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올해 topical module에 

해당하는 주제 관련 심층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표 개발을 하였다. 이때 

국제비교가 가능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현안과제 도출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이다. ISSP-EASS 국제연계 사회조사

연합에서 지정하는 topical modules을 포용하는 방식의 KGSS 조사를 

SRC와 공동으로 조사 실시하였다. 엄정하고 과학적인 표본추출에 의한 

전국 2,500가구(員) 추출하였는데, 이는  Birthday method에 의거 최종 

응답대상 표본 선정하여 수준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실시된 혹은 

실시 예정인 연도별 실태조사 모듈은 대체로 다음 2개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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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 수행된 ISSP, EASS, KGSS 조사모듈

연도 유형 ISSP, EASS 주제 및 KGSS 특별주제

1985년 ISSP 정부의 역할 (role of gov’t)
1986년 ISSP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
1987년 ISSP 사회 불평등 및 공정성 (social inequalities)
1988년 ISSP 가족과 여성 (family & gender)
1989년 ISSP 노동지향 (work orientations)
1990년 ISSP 정부의 역할 (role of gov’t)
1991년 ISSP 종교 (religion)
1992년 ISSP 사회 불평등 및 공정성 (social inequalities)
1993년 ISSP 환경 (environment)
1994년 ISSP 가족과 여성 (family & gender)
1995년 ISSP 국가정체성 (national identity)
1996년 ISSP 정부의 역할 (role of gov’t)
1997년 ISSP 노동지향 (work orientations)
1998년 ISSP 종교 (religion)
1999년 ISSP 사회 불평등 및 공정성 (social inequalities)
2000년 ISSP 환경 (environment)
2001년 ISSP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
2002년 ISSP 가족과 여성 (family & gender)

2003년
ISSP 국가정체성 (national identity)
KGSS ’03  한국 참여  노동지향(’97), 사회 불평등(’99), 가족과 성역할(’02)

2004년
ISSP 시민권 (citizenship)
KGSS 사회관계와 지원체계(’01)

2005년
ISSP 노동지향 (work orientations)
KGSS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VI

2006년
ISSP 정부의 역할 (role of gov’t)
EASS 동아시아의 가족 (Family in EA)

2007년
ISSP 여가와 스포츠 (leisure & sports)
KGSS 문화산업과 소비

2008년
ISSP 종교(religion)
EASS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 (Culture & Globalization in EA)

2009년
ISSP 사회 불평등 및 공정성 (social inequalities)
KGSS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V

2010년
ISSP 환경 (environment)
EASS 동아시아의 건강 (Health in EA)

2011년 ISSP 건강 (health)

2012년
ISSP 가족과 성역할 변화 (family & changing gender roles)
EASS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사회자본 (Network Social Capital in EA)

2013년
ISSP 국가정체성 (national identity)
KGSS 위험사회 

2014년
ISSP 시민권 (citizenship)
KGSS 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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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향후 수행될 ISSP 및 EASS 조사모듈

연도 유형 ISSP 및 EASS 주제모듈

2015년
ISSP 노동지향 (Work Orientations)

EASS 동아시아의 노동활동 (Work Life in EA) 

2016년
ISSP 정부의 역할 (Role of Government)

EASS 동아시아의 가족 (Family in EA)

2017년 ISSP 여가와 스포츠 (Leisure Time & Sports)

2018년
ISSP 종교 (Religion)

EASS 동아시아의 문화 및 전지구화 (Culture & Globalization in EA)

2019년 ISSP 사회 불평등 및 공정성 (Social Inequality)

2020년
ISSP 환경 (Environment)

EASS 동아시아의 건강 (Health in EA)

2021년 ISSP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s)

2022년
ISSP 가족과 성역할 변화 (Family & Changing Gender Roles)

EASS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사회자본 (Network Social Capital in EA)

실태조사 후 2012년, 2014년도 조사결과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의 주제인 시민권, 일가정 양립, 한국사회의 공정성과 형평, 한국

의 위험수준 등 제반 사회변화 및 가족변화 관련 주제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하였다.

한편, ISSP 연례회의(Annual Meeting) 및 설문개발회의 참석하여 

2015년 설문에 대한 논의와 2016년 조사주제 확정을 하였다. 2014년도 

ISSP 연례총회(GM/DM)는 Finland Tampere에서 5.24∼28 개최되었

다. 회의 참여를 통한 국내 현안이슈를 조사 모듈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

였고, 50개국이 참석하는 ISSP 연례총회(GM-DM)에 한국대표로 성대 

SRC와 공동으로 참석하여 올해 및 내년도 조사문항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하였다. 아울러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문항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향후 국제비교가 필요한 문항 논의하였다. 

셋째, 가족변화에 대한 동아시아국가 중심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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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중국, 대만 및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2년 조사 모듈 및 기

타 관련 모듈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는 논의

의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정책개발 등 연

구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절 비교대상 복지국가별 특성

비교대상국인 9개 국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 합계출산율, 노

동인구, 여성취업률, 기혼여성취업률, 실업률, GDP, GNI, 조혼인율, 조

이혼율, 복지국가유형,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 조세부담률 등 13개 지표

를 비교하였다. 또한 에스핑-엔더슨이 내세우는 복지국가를 구분하는 기

준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 및 동

아시아 국가로 나누어(<표 1-3> 참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4>

와 같다. 

〈표 1-3〉 비교대상국가

주: 1)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은 일부 변수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됨.
     2) 복지국가 레짐은 Esping-Andersen 모형을 따름.
     3) 연구주제에 따라서 참여 국가가 달라서 포함된 국가 수가 다소 차이가 남.

복지국가 레짐별 유형 국가

자유주의 미국, 영국

보수주의 독일, 프랑스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동아시아 국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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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비교대상국가의 주요지표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인구
(백만, ‘14)

313.9 63.2 81.9 65.7 9.5 127.6 1,360.7 23.4 50.0

합계출산율
(‘11)

1.9 1.9 1.4 2.0 1.9 1.4 1.7 1.1 1.3

노동인구
(백만, ‘14)

209.7 41.7 54.1 42.6 6.2 81.5 793 11.6 36.3

여성취업률
(%, ‘14)

62.9 66.6 68.9 61.2 72.7 63.2 65.0 50.5 54.9

기혼여성취업률
(%, ‘14)

62.4 64.3 67.2 75.5 80.3 52.5 - - -

실업률
(%, ‘14)

8.9 7.8 5.9 9.3 7.5 4.5 4.1 4.2 3.4

1인당 GDP 
($, ‘12)

51,689 38,860 41,822 39,907 55,039 46,552 8,229 16,988 22,590

1인당 GNI
($, ‘14)

50,120 38,250 44,010 41,750 56,210 47,870 9,196 23,289 22,670

조혼인율
(2008)

7.3 4.4 4.6 3.9 5.2 5.7 9.7 6.2 7.1

조이혼율
(2009)

3.7 2.4 2.3 2.1 2.3 2.0 2.1 2.3 2.6

복지국가
유형

자유
주의

자유
주의

보수
주의

보수
주의

사민
주의

동아
시아

동아
시아

동아
시아

동아
시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중

(GDP대비, ‘09)
19.2 24.1 27.8 32.1 29.8 22.4 - - 9.4

조세부담률
(GDP대비, ‘12)

18.9 28.5 23.2 28.3 34.0 16.8 - -   20.2

자료: GFK (2014). Trust in Professions (2104)
        OECD (2013). OECD Stat. Revenue Statistics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13).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World Population Statistics (2014). Population of China 2014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and Unicef (2012). Women and Men in China.
        Asian Development Bank (2014). Statistics for Dynamic Policy Making.
        Directoreat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2013).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Taiw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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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성

자유주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liberalism)은 미국, 캐나다, 영

국 등에서 나타는 유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공

공부조이다. 여기에 사회보험이 균일급여 원칙을 토대로 보충적 역할을 

한다. 주요 프로그램 급여수급 단위는 혼인관계를 토대로 한 가족이며, 

급여수급 조건의 주된 흐름은 자산조사이다. 취업활동에 대한 개입 주체

로서 국가는 최소 역할에 머무른다(김미숙 외 재인용, 2010). <표 1-4>의 

실업률에 나타난 미국(8.9%)과 영국(7.8%)의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을 보면  소극적 고용정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노동

윤리 규범이 지배하는 시장 기제에서 국가는 마지막 개입 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가-시장-가족 간 관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시장과 

가족이 우선 역할을 한다. 이때 가족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무보수 돌봄 노동은 오히려 여성의 높은 취업률(대부분 불완

전 고용)로 이어진다. <표 1-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여성 취업률은 영

국의 경우 66.6%, 미국은 62.9%로 나타났다. 생계 유지를 철저히 시장 

기제를 통하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돌봄 및 유지비용은 전적으로 사적 차원의 일이 

된다.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미국 19.2%, 영국 24.1%로 타 국가에 비

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이를 증명한다. 특히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에 대비한 가족정책

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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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성

보수주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corporatism)는 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조가 비취업활동 인구를 위한 최후

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보충적 역할을 한다. 주요 프로그램 급여 수급 

단위는 혼인관계를 토대로 한 가족이며, 급여수급 조건의 주된 조건은 사

회보험 가입이다(김미숙 외 재인용, 2010). 취업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

은 보수주의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무른다. 탈상품화 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보다 높고,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보다는 낮다(에스핑-엔

더슨, 1990). 성별노동분리 규범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부양 아동을 가진 

여성의 취업시장 참여는 장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노동에 대한 보상

은 돌봄ㆍ가사노동 담당자로서 여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국

가-시장-가족 간 관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

은 가족이 우선 역할을 한다. 이때 가족노동에 대한 보상은 현금급여 형

태가 주류를 이룬다. 프랑스의 경우 기혼여성 취업률이 75.5%로 높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2.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취업여성을 위한 육

아정책이 다양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3.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성

사민주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social democracy)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적 수당이 발달되어있다. 급여 수혜 조건이 취업활동이나 자산조사에 있

지 않고 보편적 시민권에 있기 때문에 급여 단위는 개인이다. 고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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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노동

에 대한 보상 수준도 높다(에스핑-엔더슨, 1990). 탈상품화 수준도 높은 

편이다. 가족노동 사회화 정도, 즉 탈가족화 정도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토대로서 폭넓은 공공대인서비스 전달체

계 구축과 취업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들 수 있다(Opielka, 

2004:110). 실제로 스웨덴의 기혼여성취업률은 80.3%로 가장 높으며, 

특히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34.0%로 많은 세금으로 다양한 고용정책

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4.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

동아시아국가 중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의 특징은 저출산 현상과 가파

른 경제성장, 장시간 경직적인 근로환경, 전통적인 성역할과 연관 된 것

으로 유럽국가 및 영미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유럽 복지국가들이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재정지출

을 억제하고 사회보장 부담의 확대를 피하고자 하였으며 ‘일본행 복지사

회’를 내세웠고 일본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발전했다.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에 그치자 결국 고용, 임금,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성별분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젠더평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

하였으며 법과 제도의 진전이 가시화되었다(윤홍식 외, 2011). 하지만 

2014년 현재 합계출산율 1.4명, 조혼인율 5.7%에 그치는 등 일본사회에

서 적극적 가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였으

나 전통적 3代 가족 모델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보였다. 출산율의 

하락(출산율 1.1명), 급속한 인구고령화, 비혼의 증가, 연기되는 결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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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 6.2%), 높은 이혼율(조이혼율 2.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50.5%),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가족규모의 감소와 부모자녀 동

거의 감소, 여전히 높은 가정에서의 아동돌봄 비율 등은 오늘날 대만의 

가족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윤홍식 외, 2011). 이러한 상황에

서 가족정책의 다양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으로 한자녀 정책을 포기하였으며

(신윤정, 201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65.0%), 조혼인율(9.7%)과 

조이혼율(2.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출산 및 육아에도 불구하

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탈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 발전에 따라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

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낮은 출산율과 결혼의 감소, 가족관계 약화 등 가족관련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확대에도 자녀 

양육과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장시간 근로 관

행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상황에 맞춰 가족형태에 맞는 다양한 정책

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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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ISSP EASS KGSS1)

  1. ISSP 주제 모듈 조사

ISSP(http://www.issp.org)는 국제비교분석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에 창립된 국제사회조사 연대기구로서, 2014년 9월 현재 50 여 

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매년 개최

하는 총회(General Meeting)에서 조사 주제를 정하고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조사하게 한다. 이 조사로부

터 산출되는 자료는 국제비교 연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치

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ISSP 모듈 조사는 

본 연구소가 2003년 ISSP 총회(프랑스 오베르나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원기관으로 공식 지명 및 추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ISSP가 지금까지 개발하여 공동으로 조사한 주제모듈은 「정부의 역할

Ⅰ,Ⅱ, Ⅲ, Ⅳ (Role of Government)」(1985, 1990, 1996, 2006), 「사

회적 지원과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s)」(1986, 2001), 「사회 불평

등Ⅰ, Ⅱ, Ⅲ, Ⅳ (Social Inequality)」(1987, 1992, 1999, 2009), 「가족

과 성 역할의 변화Ⅰ, Ⅱ, Ⅲ (Family & Changing Gender Roles)」

(1988, 1994, 2002), 「노동지향Ⅰ, Ⅱ, Ⅲ (Work Orientations)」

(1989, 1997, 2005), 「종교Ⅰ, Ⅱ, Ⅲ (Religion)」(1991, 1998, 2008), 

1) 이 섹션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각 연도(2003~2012)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

조사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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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Ⅰ, Ⅱ (Environment)」(1993, 2000, 2010), 「국가정체성 (National 

Identity)」(1995, 2003),「시민권 (Citizenship)」(2004), 「여가와 스포

츠 (Leisure & Sports)」(2007), 「건강 (Health)」(2011) 등 모두 11가지

가 있다. 이 모듈들 가운데 ｢시민권｣, ｢레저와 스포츠｣, ｢건강｣ 등 세 개

의 모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년 주기(약 5~10년)로 2~4회씩 이미 순환

적으로 지정되어 조사된 바 있다. 순환 조사되는 모듈에는 예전 모듈 문

항들 가운데 60%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운영원칙(Working 

Principles)에 규정해놓고 있으며, 새로운 문항의 도입이나 기존 문항의 

수정은 새로이 부각되는 사회적․학술적 중요성에 의거해서 회원국들 간의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된다. 2014년 현재 ISSP가 지정해놓은 모듈

들은 총 11개이므로 향후 더 이상 새로운 모듈이 지정되지 않는 한 이 모

듈들은 대체로 약 10년 간격으로 순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ISSP의 주

제 모듈은 지정에서부터 조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3년이 소요되는

데, 주제는 매년 개최되는 ISSP 총회(GM)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설문은 약 5~6개국으로 구성되는 설문개발위원회(Drafting 

Group)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다. 설문을 개발하는 데에는 만 2년이 꼬

박 소요되고, 이렇게 개발된 모듈은 설문개발위원회 회원국들에 의한 사

전조사(pilot studies)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며, 조사 실시 한 해 전의 

총회에서 연 이틀간에 걸쳐서 모든 참가국들 간의 집중적인 토론과 의결

을 거쳐 문항 하나하나마다 최종적으로 확정시켜 간다.

한국에서의 ISSP 모듈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 이하 SRC)가 2003년 ISSP 총회에서 한국을 대표하

는 회원기관으로 공식 지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는데,  

2003년 제1차 KGSS에서는 그 해 지정모듈인 「국가 정체성Ⅱ」에 부가하

여 「노동지향Ⅱ」(1997) 및 「사회 불평등Ⅲ」(1999), 「가족과 성 역할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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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Ⅲ」(2002) 모듈들의 축약본을 포함시켜 조사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4년의 제2차 KGSS에서는 그 해 지정모듈인 「시민권」에 「사회연결

망Ⅱ」(2001)를 부가하여 조사하였으며, 2005년 제3차 KGSS에서는 「노

동지향Ⅲ」, 2006년 제4차 KGSS에서는 「정부의 역할Ⅳ」, 2007년 제5차 

KGSS에서는 「여가와 스포츠」와 「문화 산업과 소비」, 2008년 제6차 

KGSS에서는 「종교Ⅲ」를, 2009년 제7차 KGSS에서는 「사회 불평등Ⅳ」

를, 2010년 제8차 KGSS에서는 「환경Ⅱ」을, 2011년 제9차 KGSS에서는 

「건강」을, 2012년 제10차 KGSS에서는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Ⅳ」를 조

사하였다. 2013년 제11차 KGSS에서는 「국가 정체성Ⅲ」을 조사했으며, 

2014년 제 12차 KGSS에서는 「시민권Ⅱ」를 조사하였고, 지역친밀감, 국

민자격요건 평가,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 국가자긍심, 영역별 국가자

긍심(민주주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취, 사회보장제도, 과학기술성

취, 스포츠, 예술과 문학, 군사력, 역사, 사회평등), 국제관계에 대한 태

도, 국제기구 및 상호개방에 대한 태도,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토, 외국

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적부여 방식에 대한 태도, 한국국민 자부심 등

이 포함된다.

한국은 그동안 2008년도  지정모듈인 ｢종교 III｣ 및 2010년도 지정모

듈인 ｢환경 III｣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설문개발위원회(Drafting 

Group) 회원국으로 선임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설문개발위

원회에는 해당 모듈의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도적인 권

한까지도 부여되기 때문에 ISSP 총회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위원국으로 

선출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은 2011년 4월 크로

아티아 카브탓(Cavtat, Croatia)에서 열린 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

서, 이 회의에서는 2015년의 주제모듈을 ｢노동지향 IV｣로 결정함과 동

시에 위원장(Convener)이 소속된 국가를 포함해서 6개국을 선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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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표에 모두 8개국(한국, 스위스, 독일, 에스토니아, 체코, 이스라엘, 

네덜란드, 베네수엘라)이 자천 또는 타천을 통해 입후보하였으며, 투표 

결과 한국을 위시해서 독일(위원장), 에스토니아, 체코, 이스라엘, 베네수

엘라가 선출되었다. 한국이 이처럼 주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년 동안 ISSP 모듈조사를 모범적으로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ISSP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여타 회원국들이 인정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 EASS 주제 모듈 조사

EASS(http://www.eassda.org)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 형태의 사

회조사를 시행하는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기관들 사이에 국제

지역 연구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의 주도로 지난 2003년에 신설된 동아

시아 사회조사 연대기구이다. 이 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GSS 형태

의 사회조사들(한국의 KGSS, 일본의 JGSS, 중국의 CGSS, 대만의 

TSCS)이 공동 연구를 위해 격년 주기의 주제모듈(biennial topical 

modules)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사할 것을 추구하는데, 세계적 규모의 

ISSP(1984년 창설) 및 유럽 대륙의 ESS(2002년 창설)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세계 세 번째로 창설된 사회조사 협력네트워크이다.

EASS는 지난 2003년 11월 본 연구소가 각국의 대표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동아시아 지역 국제 공동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그 싹이 트게 되었다. 이 모임 이후 EASS의 세부적 운영원칙(Working 

Principles)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실로 숨 가쁠 정도의 연속적인 준비

회의(2003. 11, 서울; 2003. 12, 타이베이; 2004. 7, 북경; 2004. 11, 

서울)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국제 사회조사 기구로서의 면모가 여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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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비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4개 회원국은 EASS 모듈조사의 원년

을 2006년으로 결정하였으며, 첫 번째 모듈의 주제를 ｢동아시아의 가족｣
(Families in East Asia)으로 확정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GM) 

및 설문개발위원회의(DM)를 통해 기존의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의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EASS의 창설 이래 본 연구소는 

EASS 전체를 대표하는 사무국으로서, 그리고 최근(2007. 11, 오사카 총

회)에는 EASS 원자료를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데이터아카이빙 주무기관

으로서(아카이브 명칭 EASSDA),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최초 모듈이었던 ｢동아시아의 가족｣은 지난 2006년도에 4개 회원국에

서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본 연구소 부설 EASSDA를 통해 자료의 

정선(cleaning) 및 통합(integration and harmonization)이 이루어졌

으며, 이 통합자료는 2008년 12월을 기해 전 세계에 일시에 공개되었다. 

2008년도에 행해진 두 번째 모듈조사는 주제가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

지구화｣(Globalization and Culture in East Asia)로 정해진 상태에서 

2년 동안(2006∼7)의 공동 설문구성 협의를 통해 설문이 확정(2008. 3. 

동경)되었으며, 2008년도에 4개국에서 동시에 조사가 완료되었고, 2010

년 12월을 기해 전 세계에 일시에 공개되었다. 2010년도에 시행된 세 번

째 모듈의 주제는 ｢건강｣(Health in East Asia)으로 결정(2007. 7. 홍

콩)되었으며, 각국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설문개발 과정을 거친 

후(설문 확정 2009. 11. 타이베이) 2010년도를 기해 각국에서 조사가 진

행되었으며, 자료의 정선 및 통합 이후 2012년 12월 전 세계에 공개되었

다. 그리고 금번 2012년에 시행된 네 번째 모듈은 주제가 ｢네트워크 사

회자본｣(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으로 결정(2009. 11. 

타이베이)되었으며, 만 2년 동안의 설문개발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11월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연례총회(GM)에서 설문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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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011년 11월 타이베이 총회에서는 2014년에 조사될 EASS

의 5번째 모듈의 주제를 ｢동아시아의 일 및 생활｣(Work Life in East 

Asia)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 모듈은 조만간 4개국에서 일시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 모듈별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모듈에는 결혼·이혼·성 역할 태

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족우선주의, 상속 관련 태도, 남아선호, 효 관

련 태도, 가족결속력, 부부결속력, 부부의사결정권, 가사 및 자녀양육 분

담실태, 세대 간 지원관계, 일과 가족 관련 태도 및 행위, 배우자 선택 시 

부모의 영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2008년 모듈에는 국가별 선호 문

화, 미신·풍속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친구의 특성, 가치관, 지역정체성, 

여가·문화 활동, 외래문화 접촉,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제이주, 세계화/국수주의에 대한 태도, 사회적 연결망 등이 담겨 있다. 

2010년 모듈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 심리 상태(무기력감), 건강으로 인한 

일상 활동의 제약, 만성 질환, 체형, 건강관련 행위(흡연, 음주, 운동, 건

강 검진), 병원 이용 경험, 의료 보험 및 사회 보장, 대체 의료, 사회적 지

지, 사회적 신뢰, 환경(물리적, 사회경제적), 역학, 가족 돌봄 욕구와 돌봄 

관리 등이 포함된다. 2012년 EASS 「동아시아의 네트워크․사회자본」

(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모듈은 크게 ‘사회적 연결망’, 

‘사회 및 정치참여’, ‘사회적 신뢰’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EASS의 지난 주제모듈들 가운데 1~3번째―｢동아시아의 가족｣
(2006),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2008), ｢동아시아의 건강｣
(2010)―는 공식지정 아카이브인 ICPSR 및 EASSDA에 아카이브가 이루

어져 전 세계에 이미 서비스되고 있으며, 4번째(｢동아시아의 사회자본과 

네트워크｣(2012)은 2014. 12. 31을 기해 아카이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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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매년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회 기초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익적인 목적의 사회과학 자료 창출 및 확산 사업이다.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삼고,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들의 내용을 일부 수용

하며,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적절히 고려해서 설계된다.

설문지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한국을 포함한 50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들이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ISSP topical modules), 동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회원국들이 격년 주기로 공동 

개발하여 조사하는 EASS 주제모듈(EASS biennial topical modules), 

그리고 특별 연구를 위한 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s)이 유기적

으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현지조사는 전국 가구로부터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으로 추출한 표본을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

여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KGSS는 여타 조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첫째, 설문구성, 표본추출, 현지조사, 자료처리 등 조사의 전 과정에서 

조사 방법의 원칙을 엄정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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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사회에 대

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자료를 생산한다.

셋째, 반복핵심설문 이외에도 다양한 모듈들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통시적 사회변화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넷째,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공동으로 모듈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제 비교 연구를 가능케 한다.

다섯째, 생산된 통계 원자료(raw data)를 공신력 있는 국내외의 사회

조사 데이터 아카이브(data archives)에 저장하여 누구나 자

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한다.

KGSS는 이처럼 ‘양질의 사회조사 자료의 공익적 생산과 확산’을 기본 목

표로 삼기 때문에 그 자료의 학술적 가치, 활용도, 기여도가 대단히 높다.

제2절 조사방법 및 표본

  1. 표본추출 

KGSS의 모집단은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이

다. 제1차(2003), 제2차(2004) KGSS에서 표본의 크기는 2,000이었으

나 제3차(2005) KGSS부터는 표본오차를 줄이고 유효표본의 수를 늘리

기 위하여 그 크기를 2,500으로 증대시켰다. 한편 표본추출방법은 제1∼

12차 KGSS에서 공히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

bility sampling) 방법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 표집법은 모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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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걸쳐 인구비례확률(PPS)로 층화된 지역별 집락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최종 표집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전국의 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각 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1차표집단위(PSU)인 동․읍․면을 인

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3) 이렇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록(동의 경

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4)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의 표집틀을 직

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무작위로 표집한다.

(5)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

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실제 생일 기준)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삼는다.

위와 같은 표집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효율

성을 최적화하고 있다. 첫째, 표집 단위가 가구(household)와 개인

(individual)의 복합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구 리스

트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해서 먼저 가구를 표집한 후 표집된 가

구 내에서 한 가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표집틀

은 본 연구소에 소속된 25∼30명의 실사팀이 해마다 전국의 모든 대상지

역에 직접 찾아가 가구를 일일이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작성된다. 둘째, 행정적으로 구획된 지역을 여러 단계에 걸친 집락 선정

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표집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의 효율성까지도 최적

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과 효율성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KGSS를 통해서 익히 입증된 바 있다.

제1차(2003) 및 제2차(2004) KGSS에서는 전국의 가구 정보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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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집틀로 중앙정부 부처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사용해 왔는

데, 제3차(2005) KGSS부터는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본 연구소 자

체적으로 별도의 표집원(samplers)을 훈련시켜 최종 선정된 표집블럭(통

/반 또는 리)에 이들을 직접 내보내서 가구 표집틀을 작성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해당 자료가 세대구성의 실태와 변동사항 등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표집틀 오류(sampling frame 

errors)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정부 부처의 

협조도 그나마 더 이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표집 과정은 

비록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 재정, 인력,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해

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가 있는지,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즉, 표집의 

측면에서는 표집틀 오류로 인한 유효표본의 상실을 막아주고, 현지조사

의 측면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의 특성, 접근방법, 주의사항 등을 

면접조사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꼼꼼히 파악한 후 접근할 수 있게 해줌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사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켜 주는 효과가 있

다는 것은 10여 년에 걸친 KGSS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2. 현지조사 

2014년 제12차 KGSS의 현지조사는 지난 11년 동안의 현지조사를 통

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입

증된 전국대학 조사 네트워크(inter-university survey fielding net-

work)를 동일하게 이용하였으며, 이를 가일층 확대 개편한 형태로 새로

이 조직하여 가동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지조사는 지도교수 1인과 조사

팀장 1명 그리고 학부생 면접조사원  5~20명으로 이루어진 전국의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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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현지조사팀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설문기입은 면접자 기입

(interviewer-administration)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표본의 대체(sample substitution)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최초표본(initial samples)에 대해 지

속적인 반복방문(repeated call-backs)을 시도하는 것 등을 현지조사 

제1원칙으로 삼았다. 응답 인센티브로는 상품권 및 수건을 준비하고 응

답자가 이들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카페테

리아식’ 전략의 효율성은  KGSS 예비연구(2002)와 이후에 시행된 

KGSS 현지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현지조사를 앞두고 2014년 6월 21과 22일에 전국의 면접조사원, 조

사팀장, 지도교수, 본 연구소 연구진 등 약 250여 명이 함께 하는 <2014 

KGSS 전체 오리엔테이션(OT)>을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KGSS의 성격, 연구진 및 조사팀 구성, 설문구성, 표본추출, 

현지조사 방식 등 조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면접조사원들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시도하였다. 현지조사는 

2014년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시행되

었으며, 최종적으로 수집된 유효사례수(valid responses)는 1,406명(유

효응답률 56.2%)이었다. 이러한 유효응답률은 동아시아 지역의 여타 

GSS 형태의 조사들(예, 일본의 JGSS, 대만의 TSCS)과 비교할 때 상대적

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사회조사가 늘 그러하듯이, 지난 조사들에서도 현지조사 관리 과정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되었는데, 2014 KGSS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시행하

였다.

첫째, 현지조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회조사방법론, 조사실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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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전국 26개 대학에 각각 협력교수 1

명, 조사팀장 1명, 그리고 면접조사원 5~20명으로 구성되는 조사팀을 조

직하였다. 각 대학의 협력교수는 조사팀을 지도하고, 조사팀장은 담당지

역의 표집과 현지조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소위 

‘지역담당 조사팀장’ 제도는 현지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2차(2004) KGSS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현지조사의 완성도를 높이

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역담당 조사팀장은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현지조사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으로 충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면접조사원들이 

KGSS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고 설문지의 내용과 조사 진행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은 현지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본 조사(main survey)가 실시되기 이전에 

모든 조사팀장들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본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팀장 워크숍>에 참가해서 설문, 표집, 면접방법, 조사감독 등에 대한 집중

적인 교육을 받고 면접조사원들은 면접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조처

하였다.

둘째, 다른 조사와 비교해볼 때 KGSS는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 장시간

의 면접, 설문에 대한 이해 등을 필요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가 여

의치 않을 경우 면접조사원이 임의로 표본을 대체(즉, 표집된 가구 및 가

구원의 대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표본의 대체는 

정교하게 설계된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을 크게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KGSS는 여

하한 경우에도 표본의 대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현지조사의 제1

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 치의 흩뜨림 없이 철

저히 지켜져 왔던 원칙으로서, 조사원들이 이 원칙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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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서 개개의 면접이 이루어진 직후 별도의 조사원들에 의한 

별도의 방문 또는 유선 접촉을 통해 개개 사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표본가구가 대체되었거나 표본가구 내의 면접대상자를 잘못 선

정한 사례가 간혹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재조사를 시도하는 절

차를 밟도록 하였다.

셋째,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문지는 곧바로 검표작업을 해서 누락

된 응답이 있는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응답이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

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표 결과 응답내용의 완결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전화 또는 재방문을 통한 보충조사를 즉각적으로 시도

하였다. 보충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처음 시도된 조사와 보충

조사 사이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변

화에 따른 반응효과 및 면접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보다 원활히 

통제하고 설문의 완성도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현지 조사시 설문이 기입되는 방식(questionnaire admin-

istration techniques)과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본 연구소는 조

사원기입방식(interviewer-administration)을 사용하는 원칙을 줄곧 

고수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2014년 KGSS에서도 예외 없이 준수되었다. 

응답자기입방식(self-administration)은 응답의 완결성이나 일관성 등

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

므로 응답자기입방식은 정히 불가피한 상황(예, 면접대상자 스스로가 강

력히 원할 뿐 아니라 응답의 완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그것도 본 연구진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승낙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조건부로 허용하였다.

다섯째, 2014년 KGSS 현지조사에서는 2005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사

용되어 오던 이른바 보기카드(Show Car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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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카드란 응답범주가 다양하거나 즉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설문의 범주

들을 별도의 카드에 크고 보기 좋게 인쇄해 함께 묶어놓는 것을 가리킨

다. 이 카드는 면접진행시 해당 설문마다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카드에 적

힌 항목들을 보여주면서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면접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비되는데, ISSP나 EASS뿐 아니라 미국의 NORC에서도 이 

방법을 여러 조사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사실 본 연구소는 보기카드

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5년 KGSS 설문을 사전 조사하는 과정

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았었는데, 그 결과 면접시간이 적지 않게 

단축될뿐더러 조사원과 응답자 모두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었다. 한편 보기카드의 사

용이 자료의 질까지도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

문에 2005년 및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KGSS에 적용시킨 보기카드 사용과 관련한 비

용효과성 분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끝으로, 지난 11년 동안(2002~2013년)의 KGSS에서는 설문지의 맨 

뒤쪽에 소위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표〉를 별도로 배치해놓고 면접을 끝

낸 조사원으로 하여금 면접 당시의 상황(예, 면접일시, 응답자의 협조도, 

이해도, 접촉용이도 등)을 즉각적으로 기록하도록 했었다. 이러한 기록은 

면접 상황 요인, 응답자 및 조사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이 면접의 수

행과 자료의 완결성 등 사회조사의 핵심적 결과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지조사를 최적화하기 위

한 목적 이외에도 각종 사회조사방법론 연구(survey methodology re-

searches)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실제로 이

와 같은 시도는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완결성이 결여된 면

접 진행과 밀접히 관련되는 몇몇 응답자․조사원의 특성을 감별해내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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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이른바 ‘타깃집단’을 분류해내는 데에 큰 도

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항목별 무응답(item non-response)과 연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정밀히 식별해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Kim, 2009).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볼 때,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은 기본적으로 

면접이 완료된 유효사례들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애당초 면접을 거

부하거나 회피하는 등 유효사례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접촉 상황 및 응답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

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기실, 현지조사의 최적

화 및 방법론 연구를 위해 본질적으로 긴요한 정보는 유효사례들로부터 

보다는 이러한 누락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상

황 혹은 특성 때문에 면접이 충실히 또는 부실하게 이루어졌는가’의 문제

보다는 ‘어떠한 상황 혹은 특성 때문에 면접이 성사되거나 실패했는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Kim, 2009). 이러한 정황 

및 연유로 인해 면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누락사례들에 대하여 체계적

으로 추적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며, 따라서 2007 KGSS부터는 누락

사례들의 상황 및 특성(예,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 등)을 

파악해내기 위한 별도의 기록표를 구비해서 조사원들로 하여금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하고 면밀히 분석할 경우 이른바 ‘사례별 무응답(unit non-response)’

와 관련된 각종 변인들(correlates) 및 인과요인들(causal factors)을 파

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Kim, 2010), 현지조사 수행의 측면에서 뿐만 아

니라 사회조사방법론 연구의 측면에서도 더할 수 없이 긴요한 자료가 생

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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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의 입력 및 처리 

완성된 모든 설문들은 전산 입력 후 입력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

으며,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산분석 과정을 통해 응답의 완결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정선(cleaning)하였다.

2014년 KGSS에서도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자료의 입력

(coding), 정선(cleaning), 아카이빙(archiving) 등의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각 과정의 주요 국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입력 및 정선: 여느 조사와 달리 KGSS는 코딩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모든 응답내용들을 두 명의 코더에게 각자 독립적으로 코

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조해서 만일의 오류를 바로잡는 복잡한 과정

을 거친다. 코딩이 끝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의 syntax 작성을 사용한 

전산분석을 통해 약 5개월 동안 철저한 정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응답의 완결성과 일관성은 한층 높아진다.

(2) 자료의 아카이빙: 코딩과 클리닝을 거친 KGSS 자료는 모두 네 가

지 형태로 저장된다. 첫째는 반복핵심설문과 당해 연도 주제모듈 설문들

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http://www.kossda.or.kr)｣에 기탁되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학술

연구자, 학생, 일반인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 

둘째는 ISSP 모듈조사 자료로서, 이는 ISSP의 표준배경변수 자료와 함께 

ISSP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재구성되어 ISSP의 공식 지정 데이타 아카이

브인 ｢Zentralarchive fuer Empirische Sozialforschung, Univers- 

ity of Cologne (http://www.gesis.org/issp)｣에 영구 보관되어 다른 

회원국들의 자료와 더불어 전 세계에 일시에 서비스된다. 셋째, 반복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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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과 ISSP 자료 이외에 동아시아 4개국의 공조를 통해 수집되는 EASS 

모듈조사 자료는 EASS의 표준배경변수 및 자료처리 기준에 합당하게 재

구성되어 EASS의 공식지정 데이터 아카이브인 EASSDA(East Asian 

Social Survey Data Archive)(http://www.eassda.org)에 보존되고 

전 세계에 서비스된다. 넷째는 가장 최근(2012. 12)에 들어 비로소 성사

된 아카이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륜과 역사 그리고 이용도를 

자랑하는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 

Social Research)(http://www.icpsr.umich.edu)에  KGSS 및 EASS

의 누적 자료(cumulative data sets)를 아카이빙하기로 협약을 완료하

고 2013년도를 기해 아카이빙이 시작되었다. 이미 지적하였다시피 

ICPSR 아카이빙은 국내 사회과학 원자료 가운데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

하며, 이는 KGSS의 성과 및 평판을 입증하는 증표일 뿐만 아니라, 

KGSS-EASS 자료를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들이 폭넓게 사용하고 국제비

교분석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근 일

본의 경우에도 ICPSR에 JGSS 과년도 자료들이 아키이빙되기 시작한 이

후 그 이용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상기할 때, 한국의 

KGSS(그리고 EASS) 자료 또한 조만간 이용도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제3절 사용 모듈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듈은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다. ISSP 조사 

주제는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제별로 가장 적합한 모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별로 사용한 모듈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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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제별 사용 모듈

구분 Module

제3장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제4장 독신가구의 현황과 특성 국제비교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제5장 가족과 사회적 자본 국제비교 EASS 2012 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

제6장 가족 내 남녀 시간배분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제7장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ISSP 2011 Health

제8장 성역할 변화와 심리적 웰빙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제9장 사회의 공정성 국제비교
ISSP 2009 Social Inequality
ISSP 2014 Citizenship

제10장 한국사회의 위험인식
KGSS 2013 Risk Society
KGSS 2014 Risk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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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보편화되고 있고, 그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2012년 현재 

스위스 1.53, 오스트리아 1.44, 독일 1.38, 일본 1.41 등으로 인구대체

율 수준인 2.08을 훨씬 밑돌고 있다(OECD, 2014). 예외적으로 프랑스

는 2.0으로 비교적 인구대체수준에 가깝고 영국 1.92, 스웨덴 1.91, 미국 

1.88 등을 나타내고 있다(OECD, 2014). 한국의 경우는 동년 1.30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더욱 사회적인 문제

가 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

황이어서 기혼여성들은 자녀출산과 경제활동 참여 중 후자를 택하는 비

율이 증가하고 있다(Friedman et al., 1994). 즉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출산감소는 노동시장의 합

리적 선택의 결과가 된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성이 

취업을 못하게 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여성은 출산보다는 경제활동

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오는 비용 뿐 아니라 혜택

도 고려하게 된다. 자녀는 전통적으로 세대를 이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아울러 부모가 연로하였을 때 지원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여겨져 왔었다(Neal et al., 1989). 그런데, 여성의 교육수준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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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취업률 상승, 성행위의 개방, 결혼연기의 보편화, 혼외자녀 출산의 

증가 등의 현상이 증가하자자녀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Neal et al., 1989). 

한 가족 내에서 남녀의 성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태도가 부부간에 상반될 수 있다. 

아울러 각 사회의 가족정책에 따라서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잘 마련된 사회일수록 여성이 출

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될 수 있으

면 출산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태도는 실제 결혼과 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Cha, 2008; Chung & Chin, 2008, Lee, 2009: 박찬화, 

2012에서 재인용).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출산 ․ 양육에 정적

으로 작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태도는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

게 할 것이다. 이는 가족정책 상의 차이를 보이는 복지국가 레짐별 자녀

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예상된다. 남성생계형 모델을 따르고 있는 자유주

의 국가일수록 전통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탈가족화

가 진전되고 이인소득자 모델을 지지하고 있는 스웨덴 등과 같은 북유럽

은 보다 개방적인 태도가 예견된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는 아직까지 이러

한 점에서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추정하건대 동아시아 국가

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성역할 분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약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국제비교 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조

사 2012년 모듈을 분석하여 9개 국가 간 자녀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

떠한 요인이 자녀관에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되,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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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였다.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서 북유럽형 복지국가는 가족정책

의 강화로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는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어서 

부정적 자녀관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대

전승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자녀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약한 긍정

적 시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서 자녀관

에 있어서 이질적인 특성으로 보이고, 유형내 국가들에서는 동질적인 현

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는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을 말한다(남궁달화, 

2002). 이는 특정한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성이나 판단의 기준을 의미한

다(차우규, 2008). 가치관은 사람의 행동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가치관은 개인에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사회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치

관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므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 Hoffman & Hoffman(1973)은 자녀

가치관은 출산동기와 출산경향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터키 6개국에서 수행된 자녀가

치(Value of Children: VOC) 연구에서는 자녀가치는 개인이 출산여부

를 결정하는 매개변인임이 판명되었다(권용은․김의철, 2004).

아놀드(Arnold)와 동료들(1975)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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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심리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란 자녀가 성인이 되

었을 때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을 말하며, 사회적 가치란 자녀를 가짐으로

서 얻게 되리는 이익과 불이익을 말하고, 심리적 가치란 자녀를 가짐으로

서 얻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들

로부터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은 

외로움을 덜고 사랑을 주며 동반의식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녀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유대감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Gurin et 

al., 1960). 

그러나 자녀의 가치는 전통적 사고에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여성의 가치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자

녀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Jones와 동료들(1997)은 ISSP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녀관에 있어서 유럽국가간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유럽 국가 

간의 자녀관(centrality of children)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

다. 이태리는 자녀관이 높았는데 반해, 네덜란드는 낮은 편이었고, 나머

지 유럽 국가들은 그 중간이었다. 여성의 일과 가족 내 역할에 대해서 진

보적일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관이 부정적이었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여성은 남성보다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로서 여성의 성역할, 연령, 종교성, SES, 고용상태, 가족유형 등을 사

용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자녀관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권용은․김의철(2004)은 자녀의 가치는 세대에 따라 유사

성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녀에 대한 도구

적 가치(대를 잇는 것)는 점차 낮게 인식하는 반면, 조부모 세대는 도구적 

자녀가치를 더 높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가 부정

적 자녀가치보다 긍정적 자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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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양육 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자녀가 주는 긍정적 가치가 부정적 측

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음이 규명

되고 있다. 이미란(2010)은 기혼여성의 환경이 자녀가치관 및 출산행태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기혼여성일수

록, 가족 공동체 의식이 약한 기혼여성일수록,  출산 후 양육 지원의 유용

성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기혼 여성일수록 자녀

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개선을 통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자녀관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향

후 많은 자녀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

존 연구와는 달리 출산 후 양육 지원의 유용성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요인보다 사

회적 요인, 가족·결혼에 대한 가치관 요인이 자녀가치관에 복합적으로 작

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자녀관은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초중등학생의 결혼과 자녀

가치관을 실태 조사한 김태헌․유종열․김혜환(2012)에 의하면  자녀의 필

요성에 관한 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녀 간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초중등 생에게 보편적

으로 존재하지만, 여학생들에게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이상 자녀수로서 2명이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초중생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관은 연령, 세대, 성별에 따라서 다름을 알 수 있다. 아

울러 여성의 성역할과 종교성도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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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ones & Brayfield, 1997). 성역할이 진보적일수록 자녀관이 부정적

인 반면, 종교적일수록 자녀관이 긍정적이었다. 

자녀관은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도 된다. 특히 자녀관은 출산율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박찬화(2012)는 

자녀가치관이 취업모의 둘째아 출산계획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취업모의 둘째아 출산 의도는 자녀가치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치관은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자녀양육과 

일과의 양립가능성이나 추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같은 

여건에 의해 형성되므로 취업모들이 첫째자녀 출산과 양육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출산 및 양육 

경험은 긍정적 자녀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결국 후속출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관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

이기는 하지만, 자녀관 중에서도 자녀의 정서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 

및 노후안정성 가치’가 기대자녀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

였다. 

자녀관은 아울러 간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을 규명한 연구가 

있다. 강수경․정미라(2013)는 자녀가치의 매개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임

신기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자녀가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자녀가치를 4유형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4 

유형에는 정서적 가치, 경제적-규범적 가치, 가족적 가치, 노후안정성이 

포함된다. 분석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는 하위요인인 경제적-규범적 가치

와 노후안정성만이 기대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기대자녀수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임신기 부모의 생활만족도는 자녀가치의 하위요인 중 가족



제3장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59

적 가치, 정서적 가치, 노후안정성, 경제적-규범적 가치 순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즉, 임신기 부모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

치를 높게 인식하였는데 특히 정서적, 가족적 가치와 같은 자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치의 매개역할에 있어서

는 경제적-규범적 가치와 노후안정성에 대한 가치가 생활만족도와 기대

자녀수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임신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는 경제적-규범적 가치나 노후안정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즉, 임신기 부모의 기대자녀수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인 경

제적인 도움이나 노후의 안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태도는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나?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녀관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자녀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고,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가? 

본 연구에서 선택한 국가는 총 10개국이었는데, 2012년 ISSP 모듈 

‘Family and the Changing Gender Roles’의 일부 문항에서는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의 사례가 없어서 부득이 제외하였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안배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정책 수립시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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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택하

였다. 여기에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 영국,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포함되고, 동아시아 

국가는 EASS 참여국인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이 포함된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문제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 자녀관은 총 7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중 반은 긍

정적 자녀관이고 반은 부정적 자녀관이다. 여기에는 다음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a. Watching children grow up is life's greatest joy(기쁨), 

b. Having children interferes too much with the freed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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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자유제한), d. Children are a financial burden on their 

parents. (재정적 부담), d. Having children restricts the employ-

ment and career chances of one or both parents(경제활동 제한), 

e. Having children increases people’s social standing in society 

(사회적 지위 상승), f. Adult children are an important source of 

help for elderly parents(노부모에 도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국가별 비교에서는 합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하였다. 단 자녀관을 개별문항별로 분석하였

을 때와 이분하여 긍정적 자녀관(a, e, f)과 부정적 자녀관(b, c, d)으로 

나누어서 국가 비교했을 때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수가 높을수

록 긍정성 및 부정성이 높도록 하였다. 

독립변수는 Jones와 동료들(1997)의 모델을 참조하여 국가, 연령,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 고용여부 종교성 등을 선정하였다. 국가는 더미변수

화 하였는데 기준국가는 미국으로 하였다. 연령은 코호트별 비교를 위해

서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서열변수화 하였다. 성은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

고, 결혼 상태는 기준을 미혼으로 하여, 기혼, 사별, 이혼․별거로 나누었

다. 서구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동양에서는 드문 동거사례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아도 전체 결혼형태의 1.7%만이 동

거여서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교육수준

을 연속변수로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고용여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

우는 고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고용(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의 고용은 부분 고용, 단기고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마

지막으로 종교성은 1달에 1번 이상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종교성 있음’

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교성 없음’으로 더미코드화 하였다. 

국가별 차이 비교 분석을 위해서 평균비교, 교차분석 및 ANOVA (Tu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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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고,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주: 자녀관에서 +는 긍정문항을 –는 부정문항을 의미함.

구분 변수 정의 척도

종속 
변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관)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a. Watching children grow up is life's greatest 

joy. (자녀는 부모의 기쁨+)
b. Having children interferes too much with 

the freedom of parents. (부모의 자유제한-)
d. Children are a financial burden on their 

parents. (재정적 부담-)
d. Having children restricts the employment 

and career chances of one or both parents. 
(부모의 경제활동 제한-)

e. Having children increases people’s social 
standing in society. (사회적 지위 상승+)

f. Adult children are an important source of 
help for elderly parents. (노부모에 도움+)

5점 척도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독립
변수

국가 분석대상 국가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연령 응답자 연령

기준: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성 응답자 성 기준: 남성

결혼
상태

응답자의 결혼상태
기준: 미혼/ 
기혼, 사별, 이혼․별거

교육
수준

응답자 교육수준 연속변수

고용
여부

응답자 고용여부 기준: 현재 미취업

종교성 응답자 종교여부 기준: 1달에 1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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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과

  1. 응답자 분포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연령평균은 40대 후반으로 높은 편

이다. 영국과 스웨덴은 50세로 가장 높았고 대만은 43세로 가장 낮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은 65세 이상의 비율이 20%를 훨

씬 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은 50%를 약간 넘고 있는데, 단 프랑스의 경우

는 65%로 많은 편이고, 중국은 48%로 가장 적다. 

〈표 3-2〉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분포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전체 1,300 949 1,761 2,409 1,060

연령(평균) (45.1) (50.3) (47.6) (49.9) (50.2)

  18~24세  9.6  5.9  9.7  4.9  6.5 

  25~34세 18.8 13.5 13.1 14.6 12.5 

  35~44세 19.0 17.5 14.7 17.3 14.9 

  45~54세 17.2 16.1 20.9 18.5 20.2 

  55~64세 15.6 16.8 18.1 19.4 17.9 

  65세+ 19.8 30.2 23.5 25.4 28.0 

여성비율(%) 54 54 51 65 54

결혼상태 

  미혼 27.6  25.6 27.7 22.0 29.8 

  기혼 44.7 46.7 55.3 54.7 52.0 

  사별  8.4  10.7  7.3  9.6  6.2 

  이혼․별거 19.2  16.9  9.7 13.7 12.0 

교육연수(년) 13.6 12.4 12.2 13.9 12.8

고용(%) 58 50 58 56 65

종교성(%) 50 22 20 14 10

이상 자녀수(명) 2.55 2.34 2.26 2.43 2.41

   주: 결혼 상태에서 동거는 제외됨.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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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구분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전체

전체 1,170 5,946 2,072 1,396 18,063

연령(평균) (49.7) (47.4) (43.1) (47.7) (47.5)

  18~24세  6.1  6.6 12.1 10.4  7.7 

  25~34세 12.6  14.5 19.1 11.5 14.7 

  35~44세 20.2  20.6 18.4 16.6 18.4 

  45~54세 15.7  20.1 18.7 19.6 19.1 

  55~64세 18.7  20.2 15.7 16.0 18.3 

  65+ 26.8  18.0 16.0 26.0 21.8 

여성비율(%) 55 48 49 56 53

결혼상태 

  미혼 22.9   8.6 29.7 20.3 20.0 

  기혼 65.6 80.1 57.7 59.7 63.3 

  사별  6.6   9.0  8.6 14.9  9.0 

  이혼․별거  5.0   2.3  4.1  5.0  7.7 

교육연수(년) 12.7 8.3 11.6 10.8 11.2

고용율(%) 63 39 64 54 52

종교성(%) 15  6 13 36 18

이상자녀수(명) 2.65 1.80 2.38 2.72 2.25

   주: 결혼상태에서 동거는 제외됨.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터 분석 

결혼 상태는 모든 국가에서 기혼이 가장 많고, 미국은 이혼․별거율이 

가장 높다. 중국은 기혼자 비율이 가장 많은 80.1%이고, 미혼자는 가장 

적은 8.6%이다. 이혼율도 중국이 가장 낮은 2.3%이다. 한국은 사별자 비

율이 높은 14.9%이다. 교육연수는 전체 평균은 11.2년이고, 프랑스와 미

국이 가장 높은 13년 이상이고, 중국이 가장 낮은 8.3년이다. 한국은 

10.8년으로 중국다음으로 낮다. 고용률은 평균 52%로 파악되었고, 스웨

덴이 가장 높은 65%, 중국이 가장 낮은 39%이다. 종교성은 전체적으로

는 18%이었고, 미국이 50%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36%로 그 다음이다. 

중국은 6%로 가장 낮았다. 이상 자녀수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많은 각 



제3장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65

2.72명, 2.65명이었고, 미국이 그 다음으로 2.55명이다. 중국은 가장 적

은 1.81명 이었고, 그 다음은 독일, 영국으로 각 2.26명, 2.34명이다.

  2. 자녀관 항목별 비교

국가별 자녀관의 항목별 추이는 다음 표와 6개의 그림에 제시하였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라는 응답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평균이 가장 높은 

4.34이다. 모든 국가의 평균이 4점을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스웨덴, 독

일, 프랑스 등의 국가의 평균이 높다.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항의 전체에 평균은 2.84로 중간

을 밑돌고 있다. 비교 대상 9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3.30을 보이고 있

다. 그 다음은 대만, 중국 순이고, 프랑스와 일본의 그 다음이다. 반면 스

웨덴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3.09로 보통수준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

는 프랑스이고(3.84),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 2.51이다. 한국은 3.26으

로 대만 3.38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기회를 제한한다는 항목은 전체 평균은 3.00

으로 보통수준이었고, 독일과 한국, 대만, 프랑스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

다. 반면 미국, 중국, 스웨덴, 일본 등은 낮은 편이다. 자녀는 부모의 사회

적 지위를 상승한다는 항목도 평균은 3.02로 중간수준이고 가장 높은 국

가는 스웨덴 3.29, 한국 3.17이고, 영국은 가장 낮은 2.73이다. 마지막으

로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의 평균은 3.74로 높은 편이

다. 특히 미국이 가장 높은 4.00이고, 중국, 일본, 스웨덴, 독일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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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가별 자녀관 항목별 비교

(평균, SD)

구분/F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전체

자녀는 
기쁨
***

4.27 4.16 4.42 4.41 4.43 4.30 4.35 4.29 4.26 4.34

.67 .69 .66 .71 .62 .97 .56 .62 .82 .65

부모자유
제한
***

2.24 2.23 2.59 2.95 1.99 2.76 3.00 3.26 3.30 2.84

1.02 .91 1.01 1.23 .96 1.28 1.10 1.08 1.05 1.16

재정적 
부담
***

2.56 2.74 3.14 3.84 2.51 2.86 2.96 3.38 3.26 3.09

1.15 1.15 1.18 1.06 1.15 1.42 1.15 1.04 1.14 1.20

부모취업
제한
***

2.78 2.90 3.29 3.18 2.87 2.88 2.81 3.21 3.25 3.00

1.11 1.14 1.10 1.20 1.09 1.38 1.05 1.07 1.11 1.13

사회지위
제고
***

2.95 2.73 2.96 2.90 3.29 3.03 3.06 3.05 3.17 3.02

.97 .95 1.07 1.13 .96 1.31 .98 .97 .98 1.03

노부모
도움
***

4.00 3.48 3.83 3.22 3.87 3.91 3.94 3.63 3.54 3.74

.72 1.00 .95 1.10 .81 1.08 .78 .96 1.19 .96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3-2〕 자녀는 부모의 기쁨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F=20.360***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제3장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67

〔그림 3-3〕 자녀는 부모의 자유 제한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 F=258.227*** (***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3-4〕 자녀는 경제적 부담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 F=244.654*** (***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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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기회 제한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 F=74.744*** (***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3-6〕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F=26.544*** (***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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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이 됨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F=158.735*** (***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자녀관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각 3항목을 합해서 9개국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더니, 긍정의 경우 가장 높은 국가 순별로는 중국, 미국, 스

웨덴이고, 부정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한국, 대만 등이다(그림 3-8 참

조). 미국과 스웨덴은 긍정은 높은데 부정은 낮은 국가이고, 한국, 대만은 

양자 모두 높은 국가이다. 

이번에는 자녀관을 전체 평균해서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녀관을 갖도록 리코딩 하였다. <표 3-6>과 [그림 

3-9]에 제시되었듯이 전체 평균은 3.29로 보통을 약간 상화하고 있다. 자

녀관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과 스웨덴이었고, 그 다음은 중국, 영

국의 순이다.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 대만, 한국이고, 중간수준은 

독일과 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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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자녀관 이분기준 국제비교

           주: 1)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는 부정적) 
                2) 긍정성 F=48.582***  부정성 F=72.305*** (***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표 3-4〉 자녀관 전체 국가간 비교

국가 사례수 1 2 3 4 5 6

프랑스 2,387 3.00 　 　 　 　 　

대만 2,070 　 3.15 　 　 　 　

한국 1,394 　 3.17 　 　 　 　

독일 1,754 　 　 3.25 　 　 　

일본 1,198 　 　 3.31 3.31 　 　

영국   936 　 　 　 3.34 3.34 　

중국 5,926 　 　 　 　 3.40 　

스웨덴 1,045 　 　 　 　 　 3.51

미국 1,295 　 　 　 　 　 3.52

   주: 1)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F=160.670*** (*** p<.001)
        2) ANOVA 분석 후 Tukey 사후검정 결과로 집단별로 묶음.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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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자녀관 전체 국제비교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 F=160.670***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3. 자녀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상의 국가 위치 분석

다음에서는 자녀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를 살펴보았

다. 우선 ‘자녀는 기쁨’이라는 항목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에서 국가별 

위치를 살펴본 결과 자녀를 부모의 기쁨이라고 보는 국가 중 스웨덴과 프

랑스는 TFR이 높았고, 반면 독일은 낮았다. 미국과 영국은 자녀가 부모

의 기쁨이라는 점수가 평균이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TFR은 높은 편이었

다. 대만, 한국, 일본은 양자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국가로 대만, 한

국, 중국, 프랑스가 있는데 앞의 2국가는 TFR이 낮았고, 후자는 높았다. 

즉 중국과 프랑스는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것

이 TFR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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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자녀는 기쁨’과 합계출산율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3-11〕 ‘자녀는 부모의 자유제한’과 합계율산율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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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경제적 부담된다는 항목과 TFR의 관계에서 국가별 위치를 파

악결과 프랑스는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였고, 대만, 한국, 독일

이 평균이상으로 지적하였다. 단, 프랑스의 TFR은 후자보다 훨씬 높았

다. 여기서도 프랑스가 다른 국가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자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영국, 미국, 스웨덴은 자녀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고, 

TFR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자녀가 부모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TFR의 관계상에서의 국가의 

위치는 프랑스는 양자가 높은 국가에 속하고, 중국, 스웨덴, 영국, 미국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고 TFR은 높은 국가이다. 대만, 

한국, 독일은 이에 대해 수용하고 TFR은 낮은 국가이다. 일본은 양자가 

모두 낮은 국가이다.

    〔그림 3-12〕 ‘자녀는 경제적 부담’과 합계출산율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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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기회 제한’과 합계출산율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항목과 합계출산율과

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별 위치를 보면 양자가 모두 높은 국가로는 스웨덴

과 중국이 있다. 이에 대해 평균이하이지만 TFR이 높은 국가는 미국, 프

랑스, 영국이 있다. 한국, 대만, 일본은 이에 대해 긍정하지만 TFR은 낮

은 국가군에 속한다. 독일은 양자가 모두 낮았다.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이 된다는 항목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에

서의 국가별 위치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스웨덴은 양자가 모두 높은 국

가군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음에도 TFR

이 높은 국가이다. 일본과 독일은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으나, TFR

은 낮은 국가이도 대만과 한국은 양자가 모두 낮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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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합계출산율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3-15〕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이 됨’과 합계출산율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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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자녀관 6항목을 다 더한 것과 합계출산율과 교차한 좌표상의 

국가별 위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자가 모두 높은 국가에는 미국, 스

웨덴, 중국, 영국이 속한다. 프랑스는 자녀관은 낮으나 TFR은 높은 유일

한 국가이다. 나머지 국가는 양자가 모두 낮다. 대만, 한국, 독일, 일본 등

이다. 즉, 자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고 합계출산

율도 낮은 국가이다. 대체적으로 자녀관과 TFR은 정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프랑스는 예외군에 속한다. 

    〔그림 3-16〕 자녀관 전체와 합계출산율 관계상의 국가별 위치  

         주: Correlation Coefficient r=.046***, ***p<.001 (프랑스 제외: r=.184***)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9개 국가를 군집분석하여 grouping한 결과 총 2개의 집단으로 나뉜

다. 첫 번째 집단은 자녀관이 높고 TFR도 높은 국가로서 미국, 스웨덴, 

영국, 중국과 프랑스가 속하고, 나머지는 양자가 모두 낮은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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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등이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는 양자가 모두 

낮게 나타났고, 자유주의 및 노르딕국가와 대륙국가의 일부는 양자가 모

두 높은 군에 속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유형과 자녀관 및 TFR을 묶어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주의 복지모형

을 따르는 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과 대만이 한 집단으로 묶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림 3-17〕 자녀관 전체와 합계출산율 군집분석 결과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사회보험방식의 복지를 도입한 국가들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르

므로 자연히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 지워짐에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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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양육부담이 여성에게 부과되고 이는 자녀기피 현상으로 나타났을 것으

로 추정한다. 

  4.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표 3-6>에 제시하였다. 모델을 3개 구성하여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았

다. 모델 1에서는 국가만을 넣어서 국가별 자녀관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모델 2에서는 연령을 투입하여 코호트별 자녀관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모델 3에서는 기타 독립변수인 성, 결혼상태, 교육연수, 고용, 종

교성 등 넣어 이러한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모델 1에서 살펴본 국가별 자녀관의 차이는 스웨덴만 제외하고 

유의하였다. 즉 기준국인 미국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다른 모든 국가의 

자녀관 수치가 낮았다. 즉 자녀관은 미국이 가장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 연령을 넣은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준연령대

인 18~24세 코호트에 비해서 모든 코호트가 자녀관 점수가 높았다. 즉 

저연령보다 더 긍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을 모델에 투입했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자녀관 차이의 유의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즉, 

연령을 통제해도 국가별 자녀관 차이는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모델 3에

서 다른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연령의 유의성은 65세+를 제외하고는 

유의성이 사라졌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다. 국가의 유의성

은 유지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고, 

미혼자가 기혼, 사별, 이혼 및 별거자보다 더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다. 교육연수가 길수록, 미고용, 무종교자의 자녀관이 더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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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상수)   3.523***   3.392***  3.430***
국가(US=0)

  UK  -.178***   -.191***  -.142***
  Germany  -.277***   -.284***  -.235***
  France  -.519***   -.533***  -.462***
  Sweden  -.012   -.026   .041
  Japan  -.215***   -.224***  -.197***
  China  -.125***   -.133***  -.126***
  Taiwan  -.369***   -.365***  -.340***
  Korea  -.350***   -.357***  -.357***
연령(18~24세=0)

  25~34    .077***   .004
  35~44    .134***   .014
  45~54    .159***   .017
  55~64    .170***   .015
  65+    .186***   .031
여성  -.030**
결혼상태(미혼=0)

  기혼   .147***
  사별   .141***
  이혼․별거   .096***
교육연수  -.008***
고용   .046***
종교성   .136***
N  18,005  18,005 15,070
F 160.670*** 110.885*** 75.83***
R2   0.067   0.074  0.092

  주: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 p<.01,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표 3-6>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국가별 모델에서는 유사성과 차이를 보인다. 유사성은 스웨덴을 제외하

고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별 차이는 4개국에서만 유의하

다. 스웨덴, 일본, 중국, 한국인데, 스웨덴의 경우는 나머지 국가와 달리 

여성의 자녀관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자녀관이 더 긍정적이었는데, 영국과 한국은 예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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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에서는 미혼과 기혼의 자녀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의 경

우는 5개국에서 부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독일, 프랑스, 중국, 대

만, 한국이 포함된다. 고용여부는 스웨덴과 중국만이 유의하여 고용된 경

우 자녀관이 더 긍정적이었다. 종교성은 스웨덴과 대만을 제외하고 유의

한 영향을 주고 있다. 종교적일수록 자녀관이 긍정적이었다. 

〈표 3-6〉 국가별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상수) 3.333*** 3.265*** 3.354*** 3.043*** 2.675***

연령(18~24세=0) 　 　 　 　 　

  25~34  .034  .154  .044  .080  .400***

  35~44 -.001  .193 -.027  .063  .565***

  45~54 -.075  .280 -.122  .023  .661***

  55~64 -.048  .111 -.005  .013  .561***

  65+ -.117  .159 -.062 -.031  .647***

여성  .075* -.020 -.038 -.021  .114*

결혼상태(미혼=0) 　 　 　 　 　

  기혼  .108*  .013  .171***  .109**  .173**

  사별  .061 -.065  .209*  .136*  .089

  이혼․별거  .129* -.018  .158*  .040  .113

교육연수 -.002 -.006 -.013** -.012*** -.001

고용  .018 -.056 -.055  .026  .188**

종교성  .217***  .163**  .083*  .207***  .044

N 1,167   680 1,410 1,854   847

F 5.127*** 1.454 3.801*** 4.618*** 8.821***

R2 0.051 0.025 0.032 0.029 0.113

   주: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p<.05, ** p<.01,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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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구분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상수) 3.036 3.298 3.193***  3.287***

연령(18~24세=0) 　 　 　

  25~34  .211 -.067 -.130**  -.124

  35~44  .149 -.008 -.132*  -.188*

  45~54  .126* -.042 -.028   .009

  55~64  .316 -.067 -.064   .095

  65+  .290 -.046 -.015   .082

여성 -.207*** -.038* -.033  -.131***

결혼상태(미혼=0) 　 　

  기혼  .228*  .198***  .150***   .089

  사별  .368*  .204***  .041   .116

  이혼․별거  .170  .095  .120   .023

교육연수 -.005 -.005** -.008*  -.015**

고용  .017  .050**  .039   .049

종교성  .284***  .134***  .034   .102**

N   596 5,547 1,785  1,184

F 5.305*** 9.693*** 5.936*** 10.801***

R2 0.098 0.021 0.039  0.100

  주: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p<.05, ** p<.01, ***p<.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자녀관에 대해서 9개국 간 비교를 하여 살펴보았다. 국가별 

자녀관 차이는 뚜렷한 편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분석결과는 복지국

가 레짐별 뚜렷한 차이보다는 개별 국가별 가치관, 가족정책,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가치관의 편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레짐이어도 다

른 자녀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과 미국은 가장 긍정적인 

자녀관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두 나라의 합계출산율도 각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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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로 높은 편이다. 자녀관이 가장 부정적인 국가는 프랑스인데, 아이러

니하게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비교국 중 가장 높은 2.00이다. 프랑스

의 경우는 매우 관대한 가족정책을 수립한 국가로 가족이 자녀양육을 하

는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도록 현금과 서비스 측면 모두에서 매우 적극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랑스인은 자녀에 대

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녀양육

이 부담이 된다고 하고 있다. 가족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자녀관

과 자녀양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실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약

화시켰다고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사회 환경이 자녀양육에 지원적이라고 추정된다. 특

히 부정적인 자녀관이 약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양육이 부모에

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거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도 및 가족의 경제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두 국

가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자녀관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 두 나라에서는 여성의 자녀양육이 비교적 용이함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자녀양육에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국가임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부정적인 자녀관이 높음을 통해서 자녀양육의 부담이 부모에게 

많아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 두 나라는 합계출산율도 매우 낮은 각 1.30, 1.10이다. 한국과 대만은 

35~44세 연령대의 자녀관이 18~24세보다 유의하게 낮은데, 즉 가임 및 

자녀양육 연령대가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25~34세 연령대의 자녀관도 젊은 세대보다 낮아 더욱 우려할 상황에 있

다. 그만큼 결혼 및 출산적령기의 연령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대륙국가임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결과는 상이하다. 독일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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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1.38로 프랑스에 비해 상당히 낮고, 자녀관은 반대로 프랑스에 

비해 긍정성이 높은 편이다. 독일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자녀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낮은 출산율은 그만큼 가족이 자녀양육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는데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성소득자 모형을 따르고 있어 여성에게 자녀양육의 과부담이 있기 때

문일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는 차이도 보이지만 유사성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을 

제외한 3개국에서는 여성의 자녀관이 남성보다 부정적이다. 중국은 예외

적으로 자녀관과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여성

의 사회진출비율도 높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제도가 잘 구비되었

고, 보수적인 아시아 가족주의로 인해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

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자녀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

시아국가에 비해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반면 나머지 

3국가는 가족주의 모형을 가진 국가로서 자녀양육이 사회적 책임이기보

다는 가족의 책임, 나아가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되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실제로 낮은 TFR을 보이고 있다. 

종교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대만 제외)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종교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관은 부정적이고 합계출산율은 낮은 상황이다. 

그만큼 자녀양육비용과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녀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한국 등이다. 특히 고학력 및 여성의 자녀관의 

부정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녀양육으로 취업여성이 경제활동에 어려움

이 있음을 시사한다. 고학력자의 자녀관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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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출산을 적게 함을 나타낸다. 출산율이 계층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자녀양육비

용 부담이 취약계층에게 과부하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상과는 달리 고용의 영향력은 많은 국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유의

하다 하더라고 영향력이 긍정적이다. 이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고

용을 통해서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족정책의 영향이 매우 핵심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

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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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장은 최근 급증하는 가족 유형 중 하나인 독신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독신가구는 넓은 의미에서 사별 및 이혼 등 가족 

해체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본 절에서는 보다 협소

하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공식적인 동거를 한 적이 없는 독신 가

구를 대상으로 한다. 즉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않다고 해도 제외한 반면 공식적으로 혼인이나 동거를 하지 않

았지만 가구주나 가구원이 있는 가족이 일부 포함되기도 한다.

최근 ‘골드미스’라는 신조어의 탄생과 함께 독신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틀에서는 독신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식해야 하

는지에 대한 논의가, 출산정책의 측면에서는 만혼으로 인한 출산력의 저

하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논의가,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독신

가구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실증적인 증거들이 제기되고 있다. 

독신가구는 결혼생활에 진입하기 전의 일시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결

혼생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영구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 또한 독신가구

는 원가족에서 독립하여 개별적인 주택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고, 

형태는 독신가구이지만 여전히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독신가구가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일시적인 상태라면, 혹은 

일이나 학업처럼 개인의 우선순위에서 선호되지 않은 과업이라면 독신가

독신가구 현황과 특성 
국제비교

<<4



88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구는 결혼을 통해 일반적인 가족2)의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 독신주의자를 선택했거나 이성 및 결혼에 대한 불신, 결혼의 중압감 

및 책임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택했다면 단시일에 독신가구가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관점에서 독신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8개국의 가족정책 특성을 살펴본 후, 독신가구의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독신가구의 특성과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별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위치에서 한국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신

가구를 형성하는 개인적․노동시장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을 통한 국가 간 특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주요 8개국에 대한 클러스터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의 대상으로서 독신가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가족3)과 독신가구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란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결혼과 혈

연으로 이루어지며”(김경우 외, 2012, p.14 재인용; Murdock, 1949)”, 

“자녀출산과 사회화, 주거와 경제력의 공유, 정서적 결합 등의 특징을 지

2) 본 절에서 일반적인 가족이란 현대적 의미의 “가족” 개념에 따른 것으로 부부+미혼으로 
구성된 핵가족,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3) 가족의 개념에 대한 사적 고찰은 김 경우 외 2012, pp.14~22에 기반을 두고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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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김경우 외, 2012, p.14 재인용; Levi-Strauss, 1969)”. 이러

한 정의는 가족의 외형적인 특징과 기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

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탈산업화 시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설

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대화와 함께 자녀의 사회화 기능은 상당부분 교육이라는 제도에 위

임되었고, 가족이라고 해도 반드시 주거를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 정의를 확대한 가족의 개념이 등장

하였다. 즉 “가족원간 정서적 유대와 관계성에 기반을 둔 비정형적인 가

족까지 인정하게 된 것이다(김경우 외, 2012, p.14 재인용; Giddens, 

1992).” 

최근에 와서 가족은 “동거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유지하거나 법적 혹은 

생물학적 결합에 의해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개

인들”로 정의한다. 이는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입양가족, 한부모가

족, 무자녀가족, 기러기가족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김경우 외, 2012, 

p.15 재인용; Seibert & Willetts, 2000).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본다면 독신가구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다.4) 독신가구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원가족(original family)의 

구성원이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와 경제력을 공유하지 않는 반면, 정서적 

유대감은 가지고 있다. 또한 언제든지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애정의 기능과 경제적 기능, 자녀양육과 사회화기

능 등으로 갖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와 자녀출산의 기능을 담당한

4) 가구(household)는 1인 또는 2인 이상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 
세대, 결혼, 또는 혈연관계의 유무에 관계없는 동거집단으로 경제적 협력과 주거공간을 
함께하는 단위를 의미함(김경우 외, 201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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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는 자녀들의 도덕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가족은 자녀들이 최초로 가치관과 사고방식 등을 학습하는 사회의 구성

단위인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은 경제의 기본 단위가 되고 재산을 공동

으로 소유하기도 한다(김경우 외, 2012, p.17).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은 최근 사회로 이양되고 있다. 생계부양

자와 가사노동자로 이원화된 가족 내 역할 분담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퇴색되었고,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경제적 기능 역시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여성고용율 증가 및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녀양육과 사회

화기능 역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시설)과 학교 등으로 위임되고 있다. 

가족의 기능이 시장과 지역사회, 공식적인 교육기관 등으로 상당부분 

이양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자 자녀

가 처음 만나는 사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

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 아래에서 독신가구는 흔히 결핍 혹은 추가적

인 욕구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독신가구는 원가족을 독립한 성인 가구

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신가구는 혼자 혹은 다

른 사람과 함께 주거와 경제력 등을 공유할 수 있지만 자녀양육 및 사회

화의 기능이나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구조기능주의에서 가족은 사회화의 메커니즘으로 사회구성원의 재생

산과 공유된 가치의 재생산 단위로 보고 있다. 즉 가족은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능하며 성별 역할 분담(남성=생계부양, 여성=가족보호)이 

잘 수행되어야 가족이,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Parsons & 

Bales, 1955).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개인주의적 가치가 증대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점차 가족은 자녀의 사회화 기

능 및 사랑과 연대감 제공이라는 정서적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채 이혼과 한부모가족, 무자녀 부부가족, 독신가구 등이 증가하고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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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Popenoe, 199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 역

시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Benokratis, 2014; Giddens, 1996; 이재

경, 2004). 가족은 성과 연령에 의한 불평등과 역할 분담에서 부부간 평

등과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존중되는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윤홍식 외, 

2011, p.28). 이 근저에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는 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은 최근 한국의 독신가구를 분석하는 주요한 분

석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에서 독신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새로

운 소비 형태로서 등장한다. 즉 독신가구라는 형태에 기반은 둔 소비 및 

지출 패턴과 주택시장의 다양화와 연계되는 것이다(심영, 2002; 이윤정, 

김순미,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가치관 및 인식의 변

화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를 보여주고, 독신가구의 소비지출 패턴과 주

거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개인 차원의 욕구를 분석하고 현

황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조사사례가 적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가족복지라는 관점에서 독신가구를 분석한 연구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로 독신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와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감 등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김순옥, 2002; 박충선, 2002; 장현숙, 2002; 김경원, 

2003).

특히 김경신(2003)과 박충선(2002)은 Stein(1981)의 분석틀에 따라 

독신가구를 자발적/비자발적, 일시적/안정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신가구는 자발적이면서 일시적인 유형(예,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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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직업 등과 같은 다른 활동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지금 당장 결혼하

지 않은 사람)와 자발적이면서 안정적인 유형(예, 독신을 선택한 사람, 이

혼이나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비자발적이면서 일시적인 

유형(예,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 비

자발적이면서 인정적인 유형(예, 이혼, 사별 등으로 결혼을 원하지만 배

우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동일한 상황(예, 이혼이나 사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유연성은 큰 반면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분석틀이다. 또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가구와 이혼

이나 사별로 현재 혼인관계가 해체되었지만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와 가

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2. 젠더 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에스핑-안델센(Esping-Andersen, 1990)이 복지국가를 설명함에 있

어 ‘탈상품화’ 개념5)을 제안하자, 페미니스트들은 에스핑-안델센의 복지

국가 유형이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에스핑 안델

센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젠더 관점에서 복지국가들을 

분석하기 위해 세인즈베리(Sainsbury, 1996, pp.40~44)는 남성생계부

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과 개인화 모델(individual 

model)을 제안하였다6). 

5) 탈상품화란 ‘시장의 힘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이는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으로 임금노동자로 정의 되지 않는 대다수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는 것임(Esping-Andersen, 
2002; Sainsburry, 1999). 

6) 당초 세인즈베리는 부양자모델은 남성생계부양자 레짐(male-breadwinner regime)과 
젠더역할분리레짐(seperate gender role regime)으로 세분함. 즉 남성부양자레짐은 엄
격한 성별분업을 전제로 노동이 분화되는 가족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며, 젠더역할분리 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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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모델을 지향하는 국가는 부부가 동시에 소득자이자 양육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화 모델을 따르는 국가

들은 부모 중 한 쪽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이 펼

쳐지고 있다. 

반면에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들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별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

다. 즉 여성은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노동시장

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영란 

외, 2001; 강욱모, 2004; 홍백의 외, 2007). 

복지국가의 성립은 고성장, 완전고용의 경제적 여건에 바탕을 둔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다

양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남성 1인의 소득만으

로는 생계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어려운 가족이 증가하면서 일인소득

자모델(single earner family model)은 쇠퇴하고 2인소득자모델(dual 

earner family model)이 보편화되고 있다. 

성인들이 모두 소득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가족 내 역할분담

은 분업에서 협력으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면 소득자인 남성과 가족 내 

돌봄을 담당하던 여성으로 성별 분업이 당연시되었던 국가에서조차 남성

과 여성 모두 소득자이자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

인 것이다. 이는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을 전제로 하면서 가족 내 돌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촉구하였다(Brenda & Belsky, 

은 성별분업을 전제하지만 성별간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함. 남성부양자 레짐과의 차이는 
여성이 돌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급여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임(윤홍식 외, 2011, 
pp.56~57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후속 연구들에서 구분이 모호하거나 실증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개인화모델로만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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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p.461). 이로 인해 복지국가는 실업, 질병, 노령으로 대표되는 구

사회적위험(old social risk)에서 나아가 임신, 출산, 양육으로 대표되는 

신사회적위험(new social risk)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Taylor- 

Gooby, 2004).

한편 가족정책은 명시적 가족정책(explicit family policy)과 암묵적 

가족정책(implicit family policy)으로 구분할 수 있다(Kamerman 

and Kahn, 1978). 명시적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영

역에 개입함으로써 가족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의도적 목적이 명백

히 드러난 정책으로 여기에는 소득보장과 보육정책, 노인돌봄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암묵적 가족정책은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결과가 가

족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주택정책, 교통정책, 노동정

책 등이 포함된다(김경우 외, 2012, p.271 재인용).

캐머만과 칸(1978)은 가족정책의 명시성 여부에 따라 가족정책을 유형

화했다. 가족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정

책이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족을 위해 의도적으

로 시행되기는 하나 가족에 대한 합의된 전반적 목표가 없는 국가로는 오

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가진 국가로 영국, 미국, 캐나다가 

포함되었다(윤홍식 외, 2011, p.52 재인용).

전통적으로 이인생계자모델에 근거한 서북유럽 국가들은 부부가 모두 

소득자이자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미래세대인 자녀

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보전 및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정

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반면에 일인부양자모델에서 이인부양

자모델로 전환한 국가들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과 일가족양립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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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발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역사적․ 문화적으

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사회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간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현상이 이미 이인부양자모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책과 제도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제도의 형성이 정책의 성과로 

연계되지 못하는 데 있다. 가족정책이 이인부양자모델을 잘 지지하면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있

고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녀의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는 시설 이용률도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가족정책이 일인부양자모델에 근거하여 형성된 국가들은 이인

부양자모델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돌봄이 가족 내에서 이

루어지거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형식적으

로 존재하나 실제적인 영향력이 미흡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의 고용

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경력단절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출산율도 상대적

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 하나의 패러독스는 가족주의적 연대가 강한 국가에서 가족의 형성

과 출산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남유럽

국가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은 기존의 원가족에서 출가하여 새로운 사

회적 단위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점점 이러한 단위가 공식적인 ‘가

족’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동거’형태를 띠고 있다. 더구나 학업기간의 증

가와 노동시장진입의 지연, 만혼과 동거율 증가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가

족의 형성이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Gianpiero & Giuseppe, 200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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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

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4년 미국의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7)에서도 그렇고,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행복지

수8) 결과도 그렇다. OECD 의 삶의 질 평가 결과 역시 전년보다 두 단계 

하락한 27위로 하위권이다(2013년 기준).

행복감 혹은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객관적인 지표의 지수화나 주관적인 인식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김명소 외, 2006; OECD, 2001; Warr, 1980; Chen & Spector, 

1991) 최근에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

다(강성진, 2010; 박희봉 외, 2005; Balanchflower & Oswald, 2000).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자본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변수는 소득과 고용상태이다(강성진, 2010; 박

희봉 외, 2005; 김명소, 2003; 김경원, 2003; Graham & Pettinato, 

2001; Diener et al., 1999, p.288; Oswald, 1997). 일반적으로 소득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실업이 행복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소득은 객관적인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소득이 더 민감하게 반응

한다(강성진, 2010, p.7; 박희봉 외, 2005, p.4; 김경원, 2003; 

Oswald, 1997). 

7) 한국은 47%(2014) 수준으로 지난 2002년(53%)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러
한 결과는 미국(65%), 독일(30%)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4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아시아경제, 2014.10.31.).

8) 영국 라이세스터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는 덴마크(1위), 스웨
덴(7위), 미국(23위), 독일(35위), 영국(41위), 프랑스(62위), 중국(82위), 일본(90위), 한
국(103등)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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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외에도 성, 인종,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종교 등 사회

적 배경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박희봉, 2005, p.5 재인용; 

Diener et al., 1999).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 가족 및 친구 등 네

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박희봉, 2005, p.5 재인용; Putnam, 2000).  

강성진의 연구(2010)에서는 혼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 상태별로 삶의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최명민(2010)은 기

혼자를 대상으로 결혼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

의 특성과 가족 내 관계 외에도 미국 대공황이나 한국의 IMF 등 전 국민

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상황 역시 결혼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개인과 가족 내

에서 찾으려고 한 연구들은 많은 반면 정부의 정책 등 외부적인 환경에서 

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혼

인 상태를 기준으로 행복감을 비교한 연구도 흔하지 않은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가구의 행복감이 개인적인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배

경에 영향을 받는데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

정한다. 즉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강한 국가에서 독신가구로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 

반면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국가에서 혼인으로 인한 희생이 개인의 

경력을 단절하는 것을 간접 경험하게 되는 독신가구는 개인의 특성과 사

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독신가구로 있음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국가의 정책이 결합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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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장에서 살펴보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가족 유

형과 독신가구의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인 가족 유형을 부부+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과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그리고 독신가구로 구분하여 살펴

본다. 각각의 가족 유형은 공식적인 혼인과 동거를 포함한다. 

둘째, 각 국가별로 독신가구의 현황과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

이다. 교육비용이 높거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독신가구는 비자

발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즉 저학력, 저소득,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독신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고학력, 고소

득, 안정적인 고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는 국가는 자발적인 독신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요 8개국의 독신가구 현황을 개인요인과 국가요인의 2수준으

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포

함하는 주요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한국)

은 지리적인 위치와 경제사회적 특징, 인구규모와 복지레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가다. 에스핑 안델센(Esping-Andersen)의 복지

레짐 분류(1980)에서 스웨덴은 사민주의 국가유형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조합주의 국가유형으로, 미국과 영국은 자유주의 국가유형으

로 구분된다. 

독신가구는 미완의 가족이자 가족을 형성할 잠재적인 대상자라는 측면

에서 가족정책의 분석틀 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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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4가지 요소(아동가족수당, 0~2세 영아보육시설이용률, 3~5세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육아휴직)를 통해 정책요인이 독신가구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정책의 성과라

고 할 수 있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국가요인에 포함하고자 한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독신가구의 행복이라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선행연구에서 행복이라는 개인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로 개인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적인 수준

을 분석하는 연구모형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개인의 

인식에 국가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흔하지 

않다. 이는 국가적인 변수가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측정하

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해 줄 데이터가 부재한 데 기인한다. 

ISSP(2012)는 국가별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인식을 

측정한 마이크로데이터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국가 수준의 매크로데이

터는 OECD 홈페이지를 통해 추출하였다.

〔그림 4-1〕 연구모형   

개인적인 수준
- 개인요인
- 노동시장요인
- 주거요인

독신가구의
전반적인 행복

국가적인 수준
- 가족정책
- 정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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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측정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개인요인과 주거요인, 노동시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요인은 성과 연령, 학력수준을 포함한다. 노동시장 요인은 

고용형태와 직업군을 측정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그 외로 구분하

였다. 계약기간 있는 일자리와 임시․일용직 등은 그 외에 포함된다. 직업

군은 표준화된 직업을 기입한 원자료를 3개의 직업군(전문직 및 관리직, 

사무직 및 기술직, 기초적인 직업)으로 구분하였다. 독신가구라고 해도 

실제 주거를 단독으로 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어 거주 형태를 ‘혼자’와 ‘누군가와 함께’로 구분하였다.  

〈표 4-1〉 변수들

구분 요인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개인
수준

개인요인

성 1=남성, 2=여성

연령 1=20대 이하, 2=20대~40대미만, 3=40대 이하

학력 1=중학교 미만, 2=중고등학교, 3=대학

노동시장
요인

고용형태 1=정규직, 2=그 외

직업군 1=전문직/관리직, 2=사무직/기술직, 3=기초적인 직업

주거요인
거주지역 1=대도시, 2=그 외

거주형태 1=혼자, 2=가족 및 친인척, 친구 등 누군가와 함께

정부
수준

가족정책
요인

아동가족수당 아동 및 가족수당(월 평균소득 대비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의 월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단위: %)

0~2세 보육률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단위: %)

3~5세 보육률 3~5세 유아의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단위: %)

정책성과
요인

출산율 합계출산율(단위: %)

여성고용률 15~64세 근로가능인구의 여성고용률(단위: %)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한 행복감 5점 척도



제4장 독신가구 현황과 특성 국제비교 101

제4절 결과

  1. 가족유형 비교

본 연구에서 가족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유배우 가족은 혼인과 

공식적인 동거로 형성된 가족이고, 한부모가족은 별거, 이혼 및 사별로 

형성된 가족이다. 이에 반해 독신가족은 한번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공식

적인 동거를 한 적이 없는  가구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국의 

독신가구 분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만,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한

국에서 독신가구의 분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은 유배우

가족의 비중과 독신가구의 비중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한부모가족

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4-2〉 국가별 가구유형 분포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전체

유배우가족1) 51.1 54.0 55.4 54.7 53.8 65.6 58.2 58.2 64.6

한부모가족2) 19.6 16.4 17.0 19.1 17.5 11.6 11.3 14.3 13.6

독신가구3) 29.3 29.6 27.6 26.1 28.7 22.9 30.5 27.5 21.8

   주: 국가별 표본 가중치 적용
        1) 유배우가족은 혼인과 공식적인 동거를 포함: married+civil partnership
        2) 한부모가족은 별거, 사별, 이혼 등을 포함. separated + divorced  from spouse/civil 

partnership/still legally in a civil partnership+widowed/civil partners died
        3) never married/never in a civil partnership, single만 해당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가족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 연령, 노동시장

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유형은 성과 연령, 학력, 

거주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독신가구는 남성, 2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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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도시 외 지역 거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독신가구의 대졸 이상 학력의 비중이 41.0%로 매

우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역 역시 도시가 30.0%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그널을 나타

내는데, 20대 미만의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이 일시적인 독신

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혼인과 출산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시그널은 고학력, 도시 거주 독신가구로 이들의 우선순위가 일

과 학업이라면 이들이 장기적인 독신가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다.       

〈표 4-3〉 가구유형별 개인 요인
(단위: %)

구분

성 연령1) 학력2) 거주지역3)

남 여
20대
이하

20~
40대

40대
이상

중학교
미만

중고등
학교

대학
이상

도시 그 외

유배우
가족

50.8 49.2  6.0 44.4 49.6 22.1 54.6 23.3 24.2 75.8

한부모
가족

34.9 65.1  1.6 23.5 74.9 32.2 51.1 16.7 22.6 77.4

독신
가구

52.5 47.5 58.6 31.0 10.4 4.4 54.6 41.0 30.0 70.0

 265.241*** 8,162.322*** 1,302.738*** 70.675***

   주: 가중치 변수를 적용함
        1) 출생년도로 작성된 연령변수를 더미변수로 전환
        2) 교육변수는 학교급을 기준으로 작성된 변수를 더미변수로 전환: 중학교미만=공식적인 교

육을 받지 않음+초등학교, 중고등학교=2차교육(lower, upper)+post secondary, 대학
이상=tertiary(lower, upper)

        3) big city와 그 외로 더미변수로 전환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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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특징 역시 가족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신가구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영리기관에서 근무

하며 고용주 역시 민간고용주 비중이 높다. 독신가구는 관리직 및 전문직

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무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독신가구의 연령 분포가 20대 이하에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4〉 가구유형별 노동시장 요인
(단위: %)

구분

근로형태1) 근로기관 유형 고용주 유형 직업2)

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영리
기관

비영리
기관

공공 
고용주

민간
고용주

전문
관리

사무
기술

기초
직업

유배우
가족

75.3 17.0 7.7 67.4 32.6 29.5 70.5 21.0 69.1 9.9

한부모
가족

75.8 14.6 9.6 71.7 28.3 32.5 67.5 18.4 68.3 13.4

독신
가구

82.1 7.9 9.9 78.4 21.6 20.4 79.6 16.1 75.3 8.6

 189.112*** 144.219*** 135.983*** 84.418***

   주: 가중치 변수를 적용함.
         1) 피고용인, 자영자(피고용인 유+무), 가족종사자로 구분
         2) 직업은 ISCO/ILO 1988을 따르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관리직=1000번대(입법, 관리

직)+2000번대(전문가), 사무기술직=3000번대(기술직)~8000번대(공장 및 기계장치원 
등), 기초활동=9000번대(기초적인 직업)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2. 국가별 독신가구의 특성 비교

국가별로 독신가구의 성(性)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

만, 한국에서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국의 여성 독신가구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

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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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가별 독신가구의 성별 비교
(단위: %)

   주: =28.377***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독신가구의 연령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미국과 대만

은 20대 이하 독신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영국과 독일, 

스웨덴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독신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40대 이상 독신가구의 비중은 전 국가에서 낮게 나타난다.  

〔그림 4-3〕 국가별 독신가구의 연령 비교
(단위: %)

   주: =367.260***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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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가구의 학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

에서 독신가구는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은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이 6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독일, 일본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독신가

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중등교육 미만의 학력은 영국에서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국가별 독신가구의 학력 비교
(단위: %)

   주: =613.082***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국가별 독신가구의 고용형태를 비교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반 이상의 독신가구들이 현재 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스웨덴과 대만, 독일, 프랑스에서 이러한 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한국에서 이러한 비중은 45.7%에 불과하다. 

한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독신가구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에서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독

신가구 중 40.6%가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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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비중은 독일 25.3%, 일본 27.9%에서도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세 국가들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르는 국가이자 

최근 청년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이들 국가에

서 독신가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경제적인 이유로 독신가구

를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일과 교육 등 가족의 형성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학업이나 연수로 인해 장기적으로 독신가구를 유지할 가능성 또한 

높다.  

〔그림 4-5〕 국가별 독신가구의 근로형태 비교
(단위: %)

   주: =526.875***

    근로형태는 임금근로, 구직, 교육연수, 상병 및 은퇴, 가사활동,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연
구에서 “근로중”은 임금근로만 포함하며, “근로 외”는 구직, 교육 및 연수, 상병 및 은퇴, 가사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국가별 독신가구의 직업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직업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의 직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110 

직업군인, 1000번대 관리자, 2000번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00번

대 사무 종사자, 4000번대 서비스 종사자, 5000번대 판매 종사자,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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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000번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000번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000번대 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전문직 및 관리직, 사무직 및 기술직, 단순노무

직의 3가지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신가구의 직업

군 역시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스웨덴, 미국, 독일에서 독신

가구 중 전문직 및 관리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

과 대만, 한국에서 이러한 직업군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도 일본,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프랑스와 스웨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6〕 국가별 독신가구의 직업 비교
(단위: %)

   주: =114.907***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국가별 독신가구의 소득5분위 분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은 소득1분위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과 대만, 한국에서 이들의 분포는 매우 낮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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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득2분위 이하의 

비중은 프랑스가 56.9%로 가장 높고, 미국,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 

40~5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의 분포는 대만에서 31.6%로 가장 높고, 한국(28.1%)과 독

일(21.5%)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4분위 이상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최근 아시아 국가의 ‘골드 미스, 골드 미스터’의 상품 구매력이 

상당히 높다는 마케팅 관련 자료들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7〕 국가별 독신가구의 소득 수준 비교
(단위: %)

 

   주: =528.376***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국가별 독신가구의 거주지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 대만, 한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독신가구의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혹은 학업을 위해 원가

족과 분리된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도시의 사회 환

경이 거주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독신가구의 생활에 불편함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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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가능성 또한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본

과 영국, 프랑스에서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독신가구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국가별 독신가구의 거주지역 비교
(단위: %)

   주: =192.800***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ISSP의 인식 조사 중 독신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은 총 6개 유

형으로 구성된다. 여성의 고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Q1)은 

주로 여성의 고용이 자녀와의 유대감, 가족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

고 있다. Q1a. ‘직장을 다니는 모(母)도 전업주부만큼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문항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전체 평균, 1.99). 이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일본은 평

균보다 높은 동의를 보여준 반면, 미국과 대만, 한국은 평균보다 다소 낮

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Q1e.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만큼 만족스

러운 일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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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71). 국가별로는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높은 동의를 나타낸 반

면,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도 전업주부만큼 충분한 유대감을 가

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낮고 여전히 가족 내 돌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국가에서는 직장생활로 인한 가족 내 역할수행에 대

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일가족양립정책이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전업주부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가정 내 돌봄 외

에 자아실현 등의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내 역할분담모델에 관한 질문(Q2)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남성=

생계부양자, 여성=가정 내 돌봄)과 개인화모델(남성과 여성 모두 생계부

양과 가사 노동에 공동참여)에 대한 동의를 묻고 있다. Q2a. ‘남성과 여

성 모두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전체 평균 2.0점으로 동

의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아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

지만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이러한 동의

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가까운 일본과 한국

에서 이러한 동의는 훨씬 낮게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Q2b.‘남성은 돈을 번고,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봐야한

다’는 문항은 전체 평균 3.82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가별 

응답은 개인화모델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고용률이 

높은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매우 부정적으

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Q4)은 독신가구의 결혼 가치관을 보여주

는 데 가장 적합한 질문이다. Q4a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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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43). 즉 혼인 여부가 행복감에 직접적인 연

계를 준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

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동의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Q4b. ‘자녀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는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나(평균 3.00), 독일과 프

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높은 반면, 일본

과 한국은 상당히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4c. ‘커플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옳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동의에 가까운 응답이 나타났으나(평균 2.28),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스웨

덴 등 유럽 국가들은 동거라는 가족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

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동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

럽국가들처럼 적극적인 동의라고는 할 수 없다. 특이한 것은 대만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매우 상이한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500년대 이미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의식주 및 문

화가 서구화된 역사가 있고 중국 대륙과의 분리 통치로 인해 일찍이 여성

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기반이 잘 구축된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양육은 가족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이다.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이 결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자녀양육

에 대한 부담은 큰 편이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이 강할

수록 혼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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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질문이다. Q5a. 

‘한부모도 양부모가족처럼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동

의(평균 2.68)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응답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났다. 유사하게 Q5b. ‘여성 동성 커플은 남녀커플처럼 자녀

를 양육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중립적인 의견

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평균 2.78). 특히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러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럽 및 영미

권 국가에서 유사한 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은 스웨덴

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프랑스에

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가결된 이후 실시한 ‘동성커플에 대한 인식조사’

에서 선진 16개국 70% 가량이 동성커플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스웨덴(81%)은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한국

(46%)과 일본(61%), 미국(66%)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통

신, 2013. 7. 14).

Q5c. ‘동성 남성커플도 남녀커플처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질문

에 대해서는 여성 동성커플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

히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90). 영미권 및 유럽 국가들은 대체

로 남성 동성커플의 자녀 양육에 동의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은 동의하

지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닌 ‘중립’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남성 동성커플보다는 여성 

동성커플에 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주

관적 인식을 살펴보는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

정책의 경향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화 모델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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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웨덴과 프랑스 등에서 동거와 혼인에 관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독일과 일본 등은 동거나 한부모가족 등

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 독신가구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비교(국가평균)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F값

Q1a 2.07 1.96 1.73 1.79 1.84 1.98 2.04 2.08 21.458***

Q1e 2.68 2.72 3.43 3.31 3.34 1.91 2.18 1.97 118.053***

Q2a 2.12 2.05 1.88 1.61 1.54 2.69 2.10 2.23 54.603***

Q2b 3.71 3.92 4.02 4.41 4.49 3.67 3.59 3.62 81.897***

Q4a 3.23 3.23 3.52 4.10 3.83 3.18 3.62 2.71 76.445***

Q4b 2.77 2.77 3.51 3.98 3.75 2.13 2.77 2.25 166.443***

Q4c 2.34 2.34 1.77 1.62 1.51 2.37 2.52 3.08 156.626***

Q5a 2.57 2.57 2.56 2.91 2.42 2.88 2.28 2.67 35.145**

Q5b 2.57 2.57 2.44 2.54 2.07 3.18 2.61 3.32 84.151***

Q5c 2.67 2.67 2.55 2.65 2.14 3.34 2.80 3.47 77.990***

   주: =332.954***

        각 국가의 평균(mean)만 제시함. 국가별 문항의 점수는 부록 참조.
        각 문항의 척도는 강력하게 동의함(1점)에서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음(5점)으로 구성됨.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할 독신가구의 행복감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과 대만에서 행

복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스웨덴, 일본에서 행

복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것은 일본에서 불행

하다는 응답이 9.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행복하

지도 불행하지도 않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한국(29.6%)과 스웨덴, 프랑

스,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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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독신가구의 행복감
(단위: %)

   주: Q24(전반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항에 대한 답은 7점 척도이나 3개로 구분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3. 개인수준 변수의 클러스터 분석 결과

독신가구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이

나 혈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족 유형이다. 많은 선

행연구에서 독신가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자녀양육을 포함하는 일가족양립의 부담, 결혼의 막중한 책임과 같은 부

정적인 요인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상

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Q1)과 가족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Q2), 결혼

에 대한 가치관(Q3),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포용(Q4) 등은 한 사회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관(觀)을 만든다. 이는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연대의식을 만들기도 하고, 편견이나 선입견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또한 독신가구를 혼인으로 연계하거나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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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증가를 결정짓기도 한다.

독신가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4가지 질문을 근거로 클러스터 분

석을 실시한 결과 미국과 영국, 대만이 첫 번째 클러스터로 묶이고, 독일

과 스웨덴, 프랑스가 두 번째 클러스터, 일본과 한국이 세 번째 클러스터

로 구분되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는 독립적인 클

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는 유럽대륙이라는 특징 

이외에도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상당히 관대하게 운

영하고 있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고용

률이 높고 일가족양립정책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보

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및 보육체계 역시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림 4-10〕 클러스터 분석 결과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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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여성고용률이 높으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수당이 없고,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으로 대표적인 국가이

다. 이들 국가에서 맞벌이 가구가 흔하지만 공식적인 보육체계는 미흡하

다. 특이한 것은 이들 국가와 대만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인다는 점이

다. 대만에 대해서는 보다 풍부한 역사적인 자료와 현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국가통계에 있어 대만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일본과 한국은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입각한 국가로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상

대적으로 낮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여전히 가

사노동은 여성의 과업으로 인지하는 관습적인 행태와 함께 일-가족양립

정책과 보육인프라 역시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두 국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낮다. 즉 가족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

와 배타적인 가족 가치관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자녀양육

에 대한 책임이 큰 편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국가에서는 동거는 사회적으

로 지탄을 받을 일이며, 혼인하고 자녀가 없어도 결핍이 있는 가족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한 부담감이 혼인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와도 연계될 가

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독신가구의 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내재된 가치를 측정

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가족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독신가구를 출산정책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일시적

이고 자발적인 독신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혼인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결혼에 대한 엄격하고 통제적인 가치관을 탈피

하는 것과 결혼 후 자녀양육과 일가족양립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가족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 등이 추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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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정책 및 성과 분석결과

캐머만과 칸의 연구(1978)에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소득보장과 보육

정책, 노인돌봄정책을 포함한다. 그러나 노인돌봄정책은 최근 급격한 인

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인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의 발달로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 포함하기 어려운 규모가 되었다. 또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의 구성으로 규명한 본 연구의 개념적 정의에서

도 벗어나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의 분석틀 

속에 노인돌봄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암묵적인 가족정책은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노동정책이 포함되는

데 특히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가족양립에 대

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보다 명시적인 가족정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을 측정하는 분석틀 속에 노동정

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분석틀을 명시적인 가족정책인 

소득보장과 보육정책, 노동정책으로 구성된다. 특히 보육정책은 자녀의 

연령별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측정지표이다. 이에 비해 3~5세 유아

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은 건전한 자녀의 양육 및 육성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은 4가지 서로 다른 정책수단으로 이

루어진다. 먼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수당제도를 살펴보았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에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당의 수준을 살펴

보았다. 이 때 국제적 비교를 위해 각국의 평균소득 대비 비중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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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산술적인 수준에서 수당의 규모를 측정하기 보다는 수당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아

동 및 가족 수당에 대한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를 참고하였으

며, 한국과 대만에서는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가 없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용률은 영아(0~2세)와 유아(3~5세)로 

구분하여 OECD Family database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률 

지표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가족양립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산전후 및 육아휴

직의 경우 휴가기간이나 부모간 기간 분배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전후휴가급

여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때 산전후휴가급여는 월 평균 임금의 임금대체

율로 측정되었다. 동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였

고 대만은 대만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4-6〉 가족정책 분석틀
(단위: %)

구분 현금수당1) 0~2 
보육시설이용률

3~5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산전후급여의 
임금대체율2)

미국 2 43.2  66.5  59.1

영국 3 42.0  93.3  62.0

독일 5 23.1  93.9 125.6

프랑스 2 48.0 101.1 113.6

스웨덴 3 46.7  92.9  86.9

일본 3 25.9  90.3 158.0

 대만3) × 17.3  77.1 100.0

한국 × 50.5  83.1 100.4

   주: 2013년 기준임.
        1) 아동 및 가족수당을 월평균소득 대비 %로 나타낸 것임. 
        2) 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을 월평균임금 대비 %로 나타낸 것임.
        3) 대만은 대만통계청(National Statistics, Rep of China)의 자료임.
자료: OECD(2014),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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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만과 칸의 지적처럼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있는 스웨덴, 프랑스, 독

일에서 가족정책은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암묵적인 가족정

책이 있는 미국과 영국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수준은 잔여

적이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으나 노동시장정책은 상당히 관대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에서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데 이는 일가족양립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

을 반영한다. 즉 산전후휴가급여까지는 제공하지만 자녀를 양육할 것이 

없어 비공식적인 보육에 의존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

안정한 가족정책은 향후 독신가구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결

혼을 결심할 때 그 혹은 그녀의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의 책임이 고스란

히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가구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전 국가에서 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나타났고, 여성고용율은 한국과 대만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7〉 가족정책 성과
(단위: %)

구분 출산율 여성고용률

미국 2.01 62.3

영국 1.90 66.6

독일 1.43 68.8

프랑스 2.08 60.4

스웨덴       1.53(2012) 72.5

일본 1.40 62.5

대만 1.11 49.0

한국 1.25 53.9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The CIA(014). The CIA World Factbook; OECD(2014), Labour Forc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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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정책성과를 기준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 

수준의 변수들은 4개의 클러스터로 유형화되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매우 관대한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들로 영국과 스웨덴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가진 국가들로 독일과 일본이 포

함되었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자유주의 혹은 잔여주의적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

들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였다. 대만은 어떤 유형에도 묶이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대만의 경우 독신가구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자

유로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의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역사나 환경,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가 요구된다.

〔그림 4-11〕 국가수준 변수의 클러스터 분석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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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수준 분석결과

독신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ISSP 데이터에서 독신가구만 추출하여 개

인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각국의 가족정책과 가족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가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수준에서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의 행복감에는 

성(性)과 연령, 교육수준, 거주상태, 상대적인 소득수준으로 나타났다. 기

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행복감이 더 낮

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신가구의 행복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독신가구

로 살아가기 더 어려운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대 후반부터 30

대중반까지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시기로 독신가구의 행복감이 

높지만 30대 후반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감이 더 팽배해질 수밖

에 없는 구조이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증가할수록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누군가와 함께 거주할 때 보다 혼자 있을 때 행

복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배치되

는 것인데, 강성진(2010)이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기혼과 미혼을 비교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독신가구이면서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지, 혼자 생

활하는지를 비교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다. 동거를 하지 않는 독신가구이

면서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을 모두 고려했을 때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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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형태, 소득, 0~2세 보육시설 이용

률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모형 1에 비해 성(性)과 교육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졌으나 상대적소득의 설명력은 더욱 높아졌다. 국

가수준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

시설 이용률이 유일하다.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을수록 일가족양

립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뜻이고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고학력 

독신가구들이 혼인을 꺼리게 된다. 

〈표 4-8〉 Multi-level analysis 분석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개인
수준

성(남성) -0.262*** 0.072 -3.63 -0.234** 0.078 -3.01

연령 -0.019*** 0.003 -5.58 -0.018*** 0.004 -4.77

교육수준  0.077** 0.028  2.72  0.065* 0.031  2.09

거주형태(동거)  0.280** 0.090  3.09  0.272** 0.096  2.84

거주지역  0.119   0.078  1.52  0.142 0.084  1.69

소득(5분위)  0.200*** 0.029  6.97  0.206*** 0.031  6.64

직업군 -0.090 0.148 -0.61 -0.073 0.156 -0.47

고용형태 -0.002 0.167 -0.01 -0.015 0.177 -0.09

국가
수준

아동가족수당  0.416 0.954  0.44

0~2세보육률 -0.028*** 0.009 -3.17

3~5세보육률 -0.009 0.008 -1.14

산전후휴직급여 -0.006 0.005 -1.30

출산율  1.230 0.858  1.43

여성고용률  0.039 0.038  1.02

Wald chi2=209.82***

Log likelihood=-3828.8598
LR test: chibar2(01)=106.86***

Wald chi2(14)=214.22***

Log likelihood=-3234.917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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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거주형태를 눈여겨 볼 필

요가 있다. 이들은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와 공

동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신가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보

다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 들어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나 고용 

등의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이며 일시적인 독신가구일 가능성이 있다.  

결혼한 많은 부부들은 경력단절이나 회사 내 역할의 축소, 자녀 양육으

로 인한 어려움, 원가족과의 확대된 가족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한다

(변주수 외, 2008, 황수경 외, 2005; 유계숙, 2010; 김경애 외, 2010). 

특히 한국과 남유럽국가처럼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과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은 미혼 

남녀의 맞벌이 가정에 대한 인식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요소이다(김선미 

외, 2013).  

결혼 자체는 신성한 것이지만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결혼 후 맺게

되는 원가족과의 관계 및 고부갈등, 공식적인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여성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가사분담, 직장생활과의 병행 어려움 등

에 대한 부담은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 결혼을 포함해서 그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사회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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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복지국가 유형과 가족정책의 분석

틀에 기반을 두고 독신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수행

하였다. 개인화모델을 따르며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있는 국가는 스웨덴

과 프랑스가 있다. 이들 국가는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공

동으로 양육하는 복지레짐을 따르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과 일

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포함하는 육아휴직 등 가족정책의 제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개인화 모델을 따르지만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빈곤정책, 조세정책 등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족의 복리를 정

책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높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업복지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따르며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있는 

국가로는 독일이 유일한데, 관대한 수준의 수당제도와 일․가족양립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은 여전히 가족 내 여성의 책임

이라는 가치관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 한국은 젠더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면 남

성생계부양자모델에 가까우며, 명시적인 가족정책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

은 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수당제도가 없거나 0~2세 영아에 대한 공

식적인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고,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역시 낮은 편이다.  

이러한 국가별 정책의 차이 때문인지 독신가구 개인이 인식하는 결혼

과 가족에 대한 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신가

구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서북유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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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명시적인 가족정

책이 있는 국가들이지만 개인화모델(스웨덴, 프랑스)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독일)로 차이는 있다. 앵글로색슨계열의 미국, 영국과 대만이 하나

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묵시적인 가족정책이 있

는 국가이자 개인화모델을 따르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해 대

만은 가족정책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아시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부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관계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자

유로운 특징이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가까우며 가족정책이 매우 

잔여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두 국가의 독

신가구의 인식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개인이 속해있는 레짐과 국가가 독신가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실제로 

성(性)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독신가구

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수준에서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

에서 40대 이하 독신은 고학력자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 트렌드를 좌우하는 

‘골드미스/골드미스터’라는 독신가구에 대한 신조어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즉 치열한 경쟁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독신들이 일시

적이든 영구적이든 결혼이라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개인이 선택한 독신을 혼인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업무 스트레스, 연령 등의 이유로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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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이 자발적인 독신을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고학력 여성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가 경

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경제적인 이유, 비경제

적인 이유 포함)이라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청년고용율이 낮은 일부 국가(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고용상태

가 불안정하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독신은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시장으

로의 늦은 진입, 재학 중 쌓인 등록금 대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으

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양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독신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

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등록금 수준을 낮추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결혼비용을 줄이고자 작은 결혼식을 제안하는 공익 캠

페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제공되고 있다. 이

렇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혼인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대상 집단에 적절하게 조준되었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들이 앞 다퉈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간 등록

금의 동결은 실제적이지 못했고,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대상 범위는 넓으

나 금리가 높아져 부담을 주고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주택기금대출

의 소득기준선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청년 창업이 사업 수익으로 

창출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원제도가 없어 불안한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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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과학 및 공학에 기반을 

두고 노동시장 진입의 일환으로 창업을 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인 요즈마 펀드는 배아단계에서부터 뒷받침하

여 자본유치, 기업과의 합병 및 투자에 대한 정보나 자문까지 제공하는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원종욱 외 2013, p.31).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 대출 역시 일정 소득을 기준

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cut-off 방식이 아니라 소득수준별 대출한도

액과 금리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확고할수록 결혼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는 

반면, 암묵적인 가족정책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만 증가할 수 있음을 주지

하여야 한다. 가족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명시적인 가족

정책은 없으나 가족주의가 강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혼인에 따른 책임이 

과도하게 여성에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혼인 외

의 거주 형태에 대해 부정적이기도 하다. 즉 동거보다는 가족의 형성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엄격한 가치관을 적용하기도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

타낸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엄격성이 강할수록 혼인을 유도할 가능성은 

높으나, 출산율과 모(母)의 고용률 같은 정책의 성과 지표는 낮아질 가능

성이 있다. 또한 비공식적인 보육의 이용은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기 때문에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독신자의 행복감에 상

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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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양육을 맡길 곳이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분석결과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은 가임기 남성과 여성의 독신가구의 증가에 대해 상당히 관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혼인으로 인한 확대 가족의 관

계, 여성의 경력단절, 0~2세 영아 보육시설의 낮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출산 정책은 무자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정책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유자녀 가족의 보

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안 가임기 독신가구의 비중은 지

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독신가구의 혼인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개인적인 것

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연애와 결혼과 자녀를 포기하는 ‘삼포세대’

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한국 가족정책의 현주소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투입한 엄청난 재정이 왜 출산율이라는 정책성과로 연계되지 않았는지 

고려할 때 독신가구에 대한 정책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 채무를 상환하고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혼인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가임

기가 지난 이후의 혼인에서 자녀의 출산율이 매우 감소한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해도 독신자의 행복감은 개인적

인 수준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가족정책과 

정책의 성과는 독신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행복수준을 제고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고려한 정

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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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망되어 온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그룹 내외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공통의 규범, 가치, 이해 및 네트

워크로서 개인의 자원으로 동원하고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

(OECD, 2001)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자원으로서 평가되어 왔다. 이는 자본의 축적수준 및 이동경로 등이 

비가시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구성조직(구성원) 

간 다양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사회 조직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동원가능한 

자원의 통로가 되는 등 다차원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이동원 외,  

2009; 유석춘 외, 2003). 이러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나

라에는 어떠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타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어떠한 특성

을 보이고 있을까?

비가시적인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고 계량화하여 국제적으로 비

교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와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와 국제사회조사기구의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및 동아시아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를 들 수 있다(홍영란 외, 2009). 각 조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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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측정항목을 비교하여 보면, 유럽사회조사는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 등으로, 세계가치조사는 다양한 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참여와 

사회적 신뢰로, 그리고 국제사회조사 및 동아시아조사는 다양한 사회조

직에 대한 사회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참여, 사회적 신뢰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장의 연구는 2012년 동아시아조사(EASS)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의 사회적 자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전달되는 주요 기관인 

가족을 중심으로도 분석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가족의존율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사회적 자본의 논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정교화 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연계되는 무형의 자원(Bourdieu, 1986; Baker, 1990; Coleman, 

1990)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 

및 차원 등 강조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어

떠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협력적 사회관계 혹은 네트워크 

자체(Belliveau et al., 1996; Brehm & Rahn, 1997)로 보기도 하며 자

원을 동원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귀속된 행

위자의 능력(Portes, 1998; Fukuyama, 1995)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

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부각시켜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에 배

태된 규범 및 사회적 신뢰 등(Putnam, 1995; Woolcock, 1998)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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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의 

경로가 되며 사회적 신뢰, 규범 등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신뢰 및 규범을 원리로 하여 작동되는 사회 구

조물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

의된다(박숙미, 2002; 박세경 외, 2012 재인용). 사회적 네트워크는 공식

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 네트워크

에는 직장, 학교 등이 포함되며 비공식적 네트워크에는 가족, 친지, 친구 

및 이웃 등이 포함된다(Putnam, 1995).

사회의 주요한 네트워크로 가족과 친척 등 혈연중심의 네트워크, 친구 

및 이웃 등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및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지인과 각종 온오프라인 조직 및 단체 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구혜영&심진숙, 2014).

이 중 가족은 사회적 자본이 전달되는 주요 기관으로 부모-자녀의 상

호작용, 가족 간의 애착‧신뢰 및 규범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구조의 다양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전달양상에도 차

이가 나타난다(Coleman, 1990; Wright at al., 2001 재인용). 가족의 

유대(tie)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적 관계 중 가장 강력한 

신뢰와 규범 그리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의 논

의에 있어서 가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론가로는 Bourdieu와 

Coleman을 들 수 있다. 

Bourdieu(1986)는 가족을 사회적 네트워크의 한 단위이자 주체로 보

았는데, 그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조직과 제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교환관계를 지배하는 주체이며, 전통의식, 좋은 이웃, 학교 클럽, 파티, 

연회 등 사회적 자본이 교류되는 네트워크의 생산 및 강화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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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가족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의 인적자본이 자녀들

의 인적자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신뢰와 애정을 기

반으로 한 가족의 사회적 자본은 가정 내 어른이 존재하는 가족유형에 정

적관계, 자녀수에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Portes(1998)도 사

회적 자본이 가족지원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를 들면 부모 

중 한명이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형태의 가족은 한부모 혹

은 맞벌이 가족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여 자녀의 교육 및 인

성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시적 차원

과 중‧거시적 차원에서의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영향요인 중 특히 가족의 빈곤은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 등의 부분에 있어서 결핍으로 

작용하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부족을 유발한다(조유리&강현아, 

2011). 조유리&강현아(2011)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빈곤아동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빈곤에 

영향을 받는 것 파악되었다. Brehm&Rahn(1997)의 연구에서도 가계소

득과 교육수준은 사회적 참여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1993)도 개인소득, 성별, 교육수준 등의 경제사회학적 요인을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 밖에 자녀의 수(Brehm & 

Rahm, 1997)가 적거나 자녀가 없을수록, 여성, 은퇴한 연령층이거나 혹

은 독신일 경우 비공식적인 연계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 1993). 

중시적 차원에서도 빈곤은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5장 가족과 사회적 자본 국제비교 135

나타났는데, 양승호 외(2014)는 지역사회 내 소득의 양극화가 사회 구성

원의 사회적 자본(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파악하였으며, 박선희&박병현(2012)의 연구에서는 근린지역의 특성 

중 빈곤지역의 여부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차원으로 Heiner(2002)의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자본수준을 살펴보았는데, 국가의 GDP가 높을수

록, 대중매체의 활용도(예를 들면 TV 시청)가 적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장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은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 중 가족에 대한 의존율은 국가별로 어떠한 경향

을 보이는가?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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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모형

본 장의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4개국의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주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가, 

교육연수, 연령, 성별, 가구원수 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본 자료

로 파악이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5-1〕 연구모형   

국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교육연수
- 연령
- 성별
- 가구원 수

  3. 측정

본 장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동아시아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에서 조사한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사회자본(Network 

Social Capital in EA)｣ 자료이다. 본 조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총 11,684건의 방문면접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각국의 표본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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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분석대상 국가의 표본규모

국가명 사례수 %

중국  5,819  49.8

일본  2,335  20.0

한국  1,396  11.9

대만  2,134  18.3

합계 11,684 100.0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조직 참여, 일상적 접촉 범위, 사회적 지원

망, 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회적 조직 참여는 정치모임, 주민협회 등 모임, 사회봉사 클럽, 시민사회

단체,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노동조합 및 직업직능단체 등 9개 조

직의 참여여부로 보았다. 

일상적 접촉 범위는 대상자를 가족 혹은 친척과 그 밖의 지인으로 구분

하여 일상적으로 전화, 우편, 인터넷 및 대면 등의 방식으로 접촉하는 사

람 수와 인사하고 지내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등으

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은 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

전적 문제 그리고 긴급 혹은 재해 문제 등에 대한 지원 요청 경험으로 파

악하였으며, 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이웃사람들 간 서로 관

심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사람들이 나를 기꺼이 도와주

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의수준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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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사회적 네트워크 영역 및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사회적 조직 
참여

- 사회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여부(정치모임, 주민협회 등 모임, 사회봉사 클럽, 
시민사회단체,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노동조합 및 직업직능단체)

- 지난 1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직

일상적 접촉 
범위

- 일상적으로 전화, 우편, 인터넷 및 대면 등의 방식으로 접촉하는 사람 수
(가족 혹은 친척)

- 일상적으로 전화, 우편, 인터넷 및 대면 등의 방식으로 접촉하는 사람 수
(가족 혹은 친척 이외의 사람들)

-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 수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사회적 
지지망

- 지원 요청 경험
 * 감정적,심리적 문제
 * 건강문제
 * 가사 및 돌봄 문제
 * 금전적 문제
 * 긴급 혹은 재해 문제

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 이웃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보이는지
-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지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네트워크 중 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7점 척도(강하게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

의함, 중립, 다소 반대함, 반대함, 강하게 반대함)로 측정하였다. 독립변

수는 국가변수를 중국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교육연수, 연령 및 가구원수는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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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제4절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장에서 활용한 EASS 데이터의 국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연령분포는 비교대상 국가 평균 49.42세이며, 한국은 50.62세로 평균

대비 높은 편이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육기간은 10.84년으로 전체평

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작은 규모를 이루고 있다.

구분 변수 정의 척도

종속 
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B7. 당신은 이웃과 관련된 아래의 
의견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69. e. 내 이웃사람들은 서로 관심을 
보인다.

 V70. f. 이웃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

7점 척도
1. 전적으로 동의, 
2. 상당히 동의, 
3. 약간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5. 약간 반대, 
6. 반대, 
7. 전적으로 반대

독립
변수

국가 분석대상 국가
기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성별 응답자 성 기준: 남성

교육연수 응답자의 교육연수 연속변수

연령 응답자의 연령 연속변수

가구원수 응답자의 가구원 수 연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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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각국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기본특성

(단위: 세, 년, 명)

국가명 연령 교육기간 가구원수

중국 48.92  8.35 3.69

일본 53.27 12.77 3.27

한국 50.62 10.84 2.69

대만 45.81 11.80 4.32

전체 49.42 10.18 3.60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대만이 유사한 형태로 고졸 및 대졸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일본은 

고졸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은 국가별 평균을 기준으

로 응답의 분포를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평균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평균이상의 비율은 대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국 응답자의 거주지역의 분포는 한국과 대만이 유사한 비율 분포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중국은 대도시 및 교외와 마을에 편중되어 있었으

며, 일본은 중소도시와 마을에 편중되어 분포하였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은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율이 

41.8%로 타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며 3세대 가구의 비율은 7.6%

로 가장 낮았다. 중국은 독신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한부모가구의 

비중도 낮은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3세대 가구와 조손가구의 비중은 높

은 편이었다. 일본은 독신가구의 비중이 한국의 절반수준이었으나 중국

이나 대만보다는 높았으며, 부부 및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비

중이 64.7%로 가장 높았다. 대만은 3세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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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각국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기타특성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성별
남 50.2 46.6 44.2 50.3

여 49.8 53.4 55.8 49.7

교육수준

무학 13.3 0.0 8.4 5.3

초졸 23.1 1.6 15.7 14.3

중졸 28.4 12.9 9.8 11.5

고졸 13.1 46.1 29.0 25.8

초대졸 13.8 15.6 9.6 12.1

대졸  7.7 21.7 24.9 24.3

대학원 이상  0.6 2.1 2.5 6.7

가구
소득수준

평균 이하 38.7 44.6 51.2 11.9

평균 53.8 41.1 33.9 52.2

평균 이상  7.5 14.3 14.8 35.9

주관적
거주지역

대도시 35.0 4.0 23.4 25.6

대도시 교외 20.3 15.0 22.8 27.8

중소도시  4.6 44.0 26.6 24.1

마을 40.1 32.7 26.0 21.6

농어촌  0.0 4.2 1.3 0.9

가구유형1)

독신  5.6 13.1 25.8 8.2

부부 17.7 28.2 19.2 11.6

부부+자녀 41.4 36.5 41.8 41.3

한부모+자녀  3.1 6.4 5.3 6.4

3세대 29.9 15.6 7.6 30.7

조부모+손자녀   2.4 0.2 0.4 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가구유형은 가구원 관련 변수를 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관련 변수항목 중 무응답이 발생한 경
우를 제외하여 총 9,515건(중국 4,970건, 일본 1,938건, 한국 1,164건, 대만 1,443건)만으
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각국의 독신가구 비율은 가구원수로 분석되었을 때 나타난 독신가구의 
비율과 상이함.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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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참여

각국 응답자의 사회적 조직 참여 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중국과 대만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일본이 가장 참여

율이 높았다. 국가별로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사회조

직을 살펴보면 일본은 주민협회 및 반상회와 시민사회단체 및 소비자 협

동조합 등에서, 한국은 동창회, 여가모임 및 종교집단 등에서, 중국은 정

치모임에서 타 국가보다 참여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5-2〕 각국 응답자의 사회적 조직 참여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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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회, 반상회

사회봉사 클럽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종교집단동창회

여가모임

노동조합

직업직능단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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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직 참여 수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율을 적극

적 참여(‘Yes, actively involved’)와 거의 참여 못함(‘Yes, but hardly 

involved’)으로 구분하여 각 사회조직별로 적극적 참여율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적극적 참여율은 전체 참여율보다 한층 낮았으나, 국가별

로 살펴보면 한국의 적극적 참여율이 높은 사회조직의 수(사회봉사클럽,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직업직능단체 )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주

민협회 및 반상회, 동창회, 여가모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직의 구성원이

나 참여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대만은 전반적으

로 사회조직에 적극적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나, 중국의 경우 정

치모임과 노동조합에서는 타 국가 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5-6〉 각국 응답자의 사회적 조직 참여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정치모임

적극 참여 5.6 1.3 1.1 0.5

239.170***거의 참여 못함 2.5 3.2 4.4 1.2

불참 91.9 95.5 94.5 98.3

주민협회, 
반상회

적극 참여 2.9 17.7 12.5 2.5

4045.492***거의 참여 못함 1.7 43.0 14.0 1.8

불참 95.4 39.3 73.6 95.7

사회봉사 
클럽

적극 참여 2.2 3.4 8.6 3.8

325.863***거의 참여 못함 1.3 4.2 7.9 3.5

불참 96.5 92.4 83.5 92.7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적극 참여 0.7 2.7 2.1 0.2

841.014***거의 참여 못함 1.0 13.2 4.5 0.7

불참 98.3 84.0 93.3 99.2

종교집단

적극 참여 1.7 3.6 14.4 5.6

1020.694***거의 참여 못함 1.0 6.7 14.8 6.5

불참 97.3 89.7 70.8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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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각국 응답자의 지난 1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임을 살펴보면, 

중국은 정치모임, 일본은 여가모임, 한국은 동창회, 대만은 종교집단 등 

국가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참여율을 살펴보면, 각 모

임별 참여율을 합산할 때, 한국이 적극적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대만과 중국은 상당히 저조하였다.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동창회

적극 참여 2.9 13.8 22.3 0.7

2824.408***거의 참여못함 3.5 31.0 25.5 3.2

불참 93.6 55.2 52.2 96.1

여가모임

적극 참여 3.4 20.3 24.2 7.0

1554.879***거의 참여못함 1.5 10.6 14.5 4.2

불참 95.2 69.1 61.2 88.8

노동조합

적극 참여 4.9 1.6 1.9 0.6

221.077***거의 참여못함 3.9 9.3 5.1 4.9

불참 91.2 89.1 93.1 94.5

직업직능단체

적극 참여 1.7 3.0 6.0 1.3

322.709***거의 참여못함 0.9 5.7 5.9 5.6

불참 97.4 91.2 88.1 9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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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각국 응답자의 지난 1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임

(단위: %)

6.1
0.5 0.3 0.4

2.8
17.6

10.4
2.5

0.9

2.9

4.3

4.1

0.4

1

0.9

0.2

2.2

4 16.1

9.5
2.8

8.4

21.6

1.33

22.2

18.2

8.6
1

3.1

3.5

2.9

80.6

40.5

24.8

70.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정치모임 주민협회, 반상회 사회봉사 클럽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직업직능단체 참여안함 및 응답거부

   주: =7050.432***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3. 일상적 접촉범위

각국 응답자의 일상적 접촉범위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 수’와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들’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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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의 수는 

평균적으로 2명에서 3~4명 수준으로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 한국, 

대만의 순이었다. 반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족 및 친척이외의 사람들

의 수는 평균적으로 6명에서 19명 수준으로 편차가 컸으며, 대만,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가족 및 친척과 접촉하는 수준이 타 국

가에 비해 가장 높으나 그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수준은 가장 낮아, 

가족 및 친척중심의 일상적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대만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사람들 중심의 네트워크 특성을 보였다. 

〈표 5-7〉 각국 응답자의 일상적 접촉범위 및 수준 비교

(단위: %)

구분 N 평균1) 표준편차1) F2)

가족 및 
친척

중국  5,819  3.26 10.74

4.658**

일본  2,306  3.10  6.80

한국  1,385  2.75  3.96

대만  2,111  2.51  3.95

전체 11,621  3.03  8.46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사람들

중국  5,819  6.91 15.30

294.384***

일본  2,314 15.24 21.46

한국  1,389  7.05 12.16

대만  2,105 19.14 24.97

전체 11,627 10.80 19.11

 

   주: 1) 일상적 접촉범위는  ‘① 0명 ② 1-2명 ③ 3-4명 ④ 5-9명 ⑤ 10-19명 ⑥ 20-49명 ⑦50-99
명 ⑧100명 이상’ 등으로 측정되어 평균값을 구하기 어려우나, 편의상 각 선택지 항목의 평
균값으로 재코딩하여 평균을 재산출하였으므로 실측값과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 ** p<.01, ***p<.001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평상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의 수는 대만의 경우 10명 이상인 비율이 

59.9%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경우 전혀 없는 비율이 8.8%로 비교대



제5장 가족과 사회적 자본 국제비교 147

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은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의 수가 1명부터 

10명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대만, 중국 및 한국의 경우 10명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5-4〕 각국 응답자의 이웃의 수: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

(단위: %)

   주: =805.469***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필요할 경우 소소한 일(예를 들면 애완동물 맡기기 혹은 택배 받아주기 

등)에 대하여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웃은 몇 명 정도인지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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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전혀 없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높았으며 부탁 가능한 이

웃의 수도 적은 편이었다. 한국과 대만, 중국 등은 유사한 수준의 분포를 

보였는데, 한국은 대만 및 중국보다는 다소 부탁 가능한 이웃의 수가 적

은 편이었다.

〔그림 5-5〕 각국 응답자의 이웃의 수: 부탁 가능한 이웃

(단위: %)

   주: =2225.312***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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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적 지원망: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용경험

가. 사회적 지원망의 국가별 비교

사회적 지원망은 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

전적 문제, 긴급 및 재해문제 등으로 구분되었다.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망의 경우 전체 국가에서 같이 사는 가족에게 요청한다는 비율

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5-8〉 사회적 지원망: 감정적 심리적 문제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같이 사는 가족 45.6 46.3 37.4 29.8

기타 친척 5.2 8.0 6.4 9.6

직장 동료 1.5 3.9 2.9 3.3

이웃 3.2 0.3 3.7 0.6

친구 14.4 18.0 29.5 27.7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0.5 1.3 1.6 1.5

도움을 청하지 않음 17.8 12.1 13.2 13.3

비해당 11.7 10.1 5.3 1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684.924***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건강문제에 대하여 역시 전반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

는 비율이 높았는데, 일본과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의존도가 타 국가들보다 

더욱 높았다. 반면 중국과 대만의 경우 건강관련 전문직업인이나 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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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사회적 지원망: 건강문제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같이 사는 가족 48.4 65.3 60.7 42.5

기타 친척 5.0 6.4 5.4 6.7

직장 동료 0.7 1.2 1.9 1.3

이웃 1.1 0.3 2.1 0.0

친구 2.0 3.3 7.1 5.4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28.6 11.3 12.2 29.7

도움을 청하지 않음 6.1 3.2 6.4 2.5

비해당 8.2 9.0 4.2 1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791.151***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가사 및 돌봄 문제와 관련하여도 전반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중국과 한국의 경우 도움을 청하지 않는 비율

도 각 14.1%, 11.9%로 높은 편이었다.

〈표 5-10〉 사회적 지원망: 가사 및 돌봄 문제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같이 사는 가족 61.6 54.8 60.7 56.9

기타 친척 5.1 9.4 6.2 11.6

직장 동료 0.6 0.8 1.0 0.5

이웃 3.8 0.3 2.3 0.9

친구 4.2 3.9 6.2 3.5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0.4 3.0 0.9 1.7

도움을 청하지 않음 14.1 3.1 11.9 5.0

비해당 10.1 24.6 10.9 1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901.402***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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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문제의 경우에도 전체 국가에서 같이 사는 가족의 도움을 요청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일본과 대만의 경우 금전적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없는(비해당) 비율도 3분의 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부분은 중국과 대만의 경우 기타 친척에 의존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

었으며, 한국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 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표 5-11〉 사회적 지원망: 금전적 문제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같이 사는 가족 49.8 46.2 58.9 37.1

기타 친척 19.5 9.9 9.2 12.0

직장 동료 0.7 0.8 1.3 0.6

이웃 1.0 0.1 0.6 0.4

친구 6.6 2.1 7.7 7.1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0.8 2.3 1.9 3.0

도움을 청하지 않음 7.7 6.5 13.1 5.0

비해당 14.0 32.1 7.3 34.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1094.767***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긴급 혹은 재해문제는 경험자체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응답자의 비해당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20~30%대 수준이었다. 같이 사는 가

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 특히 

그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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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사회적 지원망: 긴급 혹은 재해 문제
(단위: %)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같이 사는 가족 38.9 48.2 46.6 41.6

기타 친척 7.1 5.7 5.9 9.8

직장 동료 0.3 1.3 1.3 0.5

이웃 3.9 1.9 3.8 0.9

친구 3.2 1.8 5.3 5.3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4.7 2.9 8.2 3.4

도움을 청하지 않음 3.2 4.2 7.7 2.0

비해당 38.5 33.9 21.3 36.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450.516***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나. 가족에 대한 의존율의 국가별 비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각적인 개인차원의 문제에 있어 전체 응답자 중 

같이 사는 가족의 도움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문제영역별(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및 긴급재해관련 문제)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같이 사는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자 비율을 가족의존율로 두

어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그림 5-6]과 같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 의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 한국 순이었는데,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국과 대만의 가족의존율은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중국은 감정적 심리적 문제와 가사돌봄 문제에서 비교

적 높은 가족의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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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각국 응답자의 다각적 문제에 대한 가족의존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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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5.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공동체에 대한 국가별 인식

가. 국가별 비교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히 이웃공동체

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수준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내 이웃 사람들

은 서로 관심을 보인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일본과 한국

의 경우 다소 중립적인 응답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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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는 질문

에도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였으나 일본은 중립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

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웃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중국이 가장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만 

또한 긍정적인 편이었다. 

〈표 5-13〉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공동체에 대한 국가별 인식 비교
(단위: 점)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전체 F

이웃 서로간 관심을 보임 2.08 3.33 3.24 2.37 2.52 886.203***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 함

2.26 3.52 3.17 2.31 2.63 707.571***

   주: ***p<.001. 
        각 국가의 평균(mean)만 제시함. 
        각 문항의 척도는 강력하게 동의함(1점), 동의함(2점), 다소 동의함(3점), 중립(4점), 다소 반대

함(5점), 반대함(6점), 강력하게 반대함(7점) 등으로 구성됨.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웃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를 <표 5-14>에 제시하였다. 3개 모

델을 구성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모델 1은 국가만으로, 모

델 2는 국가와 교육연수로, 모델 3은 국가에 교육연수, 연령, 성별 및 가

구원수 등을 추가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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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상수)   4.343***   3.750***   5.339***

국가 (중국=0)

  일본   2.502***   2.189***   2.388***

  한국   2.065***   1.890***   1.918***

  대만    .311***    .064     .210***

교육연수    .071***    .034***

연령   -.071***

성별 (남성=0)   -.128**

가구원수   -.104***

N  11,509  11,400  11,396

F 987.018*** 816.828*** 503.579***

R2   0.205   0.223   0.236

   주: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 p<.01, ***p<.001
자료: EASS(2012), Network Social Capital Module 분석결과

모델 1의 국가별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

였으며, 중국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 교육

연수를 추가하였더니 대만을 제외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모델 3은 교육연수 외에 연령, 성별, 가구원수 등의 독립변수들을 투입

한 것인데,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에 국가의 차이는 역시 사회네

트워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델의 

설명력 또한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모

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

록 그리고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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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은 EASS 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각국의 사회적 참여, 일상적 접촉수준 및 사회적 지원망 등을 비교분석하

고, 특히 가족과 비가족의 일상접촉의 차이 및 사회적 지원망의 가족의존

율 등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국가별로 분석하였

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비가족적 사회 네트워크의 참여율

은 대체로 10~40%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고, 일상적 접촉수준과 사회적 

지원망에서의 가족의존율은 30~60%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은 

분석대상 동아시아 국가들 중 비가족적 사회 네트워크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참여자의 다수가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일상적 접촉량에서 가족 및 친척보다는 그 밖의 사람들과의 접

촉수준이 훨씬 높았으며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도 1명에서 10명까지 고르

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소소한 일에 대하여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은 ‘전

혀 없다’는 응답이 타 국가의 3배 수준으로 높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금기시 하는 일본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비가족적 사회 네트워크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었으나, 사

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반영하듯 ‘정치적 모임’이나 ‘노동조합’의 참여율

과 적극 참여율이 타 국가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일상적 접촉수준에서 중

국은 기족 및 친척 중심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일상적 관계가 혈연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원망에서는 감정적 심리적 문제와 가사돌

봄 문제에서 타 국가에 비해 가족의존율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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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살펴본 사회적 자본 수준이 4

개국 중 가장 낮았는데, 비가족적 사회 네트워크의 참여율과 사회적 지원

망의 가족의존율, 가족 및 친척의 일상접촉 수준도 가장 낮았다. 반면에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사람들과의 일상접촉수준이 가장 높았고, 이웃과의 

소소한 교류나 이웃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인식이 긍정적인 편으로 볼 

때, 가족과 같은 강한 유대관계 보다는 이웃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의 넓

고 다소 약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비가족적 사회 네트워크의 참여율은 다소 낮았으나,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율은 가장 높았다. 특히 종교

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정치적 모임이나 

노동조합 등의 참여는 미약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일상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협소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혈연 및 비혈연 관계

에서 모두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사회적 지원망에서는 전반적

으로 가족의존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같이 사

는 가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타 국가들보다 높았다. 이웃공동체에 대한 

인식수준도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 하는 점은 우선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동아시아4개국의 사회적 네트워크 중 비가족적 네트워크 수준은 상당이 

낮은 편으로, 비가족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은 사회조직 중 동창회, 여가모임, 종교집단 등의 참여율이 높아 학

연, 종교생활 및 여가생활이 사회적 공동체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역뿐 아니라 직업.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시민

단체, 정치모임 등 기타 영역에 있어서도 활발한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

록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단체의 활동 및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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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의 문화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일상접촉수준과 사회적 지원

망에 있어서 가족의존율이 높은 경향은 동아시아국가의 혈연․가족 중심적 

문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정책 수립의 차원에 있어서

도 가족 중심적 정책이 통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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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왔다(표 6-1 참조). 전통적으로 육아와 가사 일을 담당했던 여성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

안 육아와 가사를 주로 하였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육아와 가사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를 대체할 수 없

다면 부부가 서로 분담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 6-1〉 주요국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3

미국 70.7 69.2 68.4 67.2

독일 63.3 66.9 70.8 72.4

프랑스 61.7 64.3 66.1 67.0

스웨덴 76.4 77.7 76.7 78.8

일본 59.6 60.8 63.2 65.0

중국 78.2 76.2 75.2 -

대만 - 48.4 50.0 50.5

한국 51.8 54.5 54.5 55.6

   주: 중국과 대만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중국: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database,  대만: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Taiwan), 「Manpower Survey Results in December」 각 연도.  

가족 내 남녀 시간배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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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우 남녀의 육아·가사 분담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주당 

평균 육아·가사시간을 산출하면, 3.0시간인 반면, 여성은 26.3시간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9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육아·가사시간에 할애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반면, 미국의 유배우 남성은 2.3시간, 유배우 여성

은 3.6시간으로 여성은 남성의 약 1.6배 정도이고(Bureau of Labor 

Survey 2011), 유럽의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그 차이가 약 2배 정도로

(Eurostat 2004), 그 부담은 한국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표 

6-1>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대체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 여성의 육아·가사 분담 부담이 작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ollak (2005)은 가족(household)내의 시간배분(time allocation)

은 부부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한국과 다른 유

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인지 분석하려 한다. 만일 교섭력의 차이

가 육아·가사 분담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교섭력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동등한 육아·가사 분담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접근의 연구가 그다지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교섭력이 가족 내 시간배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을 <표 3-1>에서 제시

되어 있는 국가로 하여, 육아·가사 분담이 국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그리고 국가 간 차이 이외에 복지 레짐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낮은 한국, 일본, 독일 중 한

국과 일본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독일과의 비교를 통

하여 3개국의 가족 내 시간 배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 

9)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년도 데이타로 필자가 직접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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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10)

한국의 가족 내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데이터의 한계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풍부한 데

이타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는 효용함수의 가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11). 먼저, 한 가족 내에는 하나의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

이 존재한다는 단일 모델(unitary model)과 한 가족 내에는 여러 개의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이 존재한다는 집합적 모델(collective model)

로 나눌 수 있다.

위 두 모델은 주로 경제학에서 다뤄지는 모델임에 반하여 사회학에서

는 ‘부부간 힘의 역학관계(conjugal power or marital power)12)’라 

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본 절에서는 경

제학의 두 가지 모델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회학에서의 이루어져 온 연구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단일 모델

고전 노동 공급이론에서는 주로 노동 시간에 초점을 맞춰왔고 경제발

10)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주로 주중 시간 사용 내역에 대한 것을 언급할 것이다.
11) 행동 가정에 따라서 복합적 경제주체가 서로의 전략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교섭 모델

(bargaining model)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pollak(2005)을 참조.
12) 교섭력과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하부터는 교섭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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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더불어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은 주로 생산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

명해 왔으나, Becker(1965)는 그것뿐만이 아닌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탄력성 차이로 인하여 노동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앞

으로 더욱 정교한 시간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모델

의 주된 개념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노동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을 투

입요소로 하여 가계내의 생산함수를 통하여 가계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효용)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시간배분을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Gronau(1977)는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구분

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조금 더 분화시켜 가계내 생산시간과 여가시간으

로 나누어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둘을 나누지 않고 분석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시간 사용이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

에 순수한 시간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후 Connelly and 

Kimmel(2009)의 연구에서는 가계내 생산시간이 특히 유배우 여성에 있

어서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계내 생산시간을 가사 

시간과 육아 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며, 특히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육아시

간은 여가시간과 그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들은 미국 시간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데이터

를 이용하여 여가, 가사, 육아 시간에 대한 분석하였다. 부부간의 교섭력

은 남편과 아내의 로그 임금 비율로 나타냈고, 수치가 높을수록 아내의 

임금이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변수를  구성하였다. 부부간의 교섭력이 시

간사용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10% 유의 구간에서 남편의 가사 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상대임금이 남편보다 

높아지면, 남편은 (주말에) 육아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 가계 내에 하나의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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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단일 모델을 가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 다음은 한 가계 내에 여

러 개의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이 존재하는 복합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

겠다.

  2. 집합적 모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전경제학 모델에서 사용해 온 가계 내 의사 

결정(household decision making)의 효용함수는 주로 하나의 효용함

수와 예산 제약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부부가 각자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산제약과 효용함수를 

가정하게 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부부 각각의 예산제약과 효

용함수를 가정하게 되었다. 이를 집합적 모델이라 한다. 즉, 세대 당 하나

의 효용함수만을 가정한 Becker(1965)의 모델에서는 배우자의 효용함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간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

었던 약점이 있었다.

이를 처음 가정한 Chiappori(1992)는 부부가 각각의 예산제약 하에

서 각각의 효용함수를 최대화 시켜 의사결정을 한다는 모델을 수식화 하

였다. 이후의 실증연구에서는 단일 모델보다 집합적 모델이 바람직하다

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Fortin and Lacroix 1997).

여기에서는 Gupta and Stratton(2008)을 참조하여 Chiappori(1992)

의 집합적 모델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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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시장재   가계내 생산 함수   가계내 생산물   교섭력

  임금   임금이외에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시
간   가계내 생산시간   여가시간

(1)식은 가계, 즉 부부의 효용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구입

한 재화와 가계내의 생산함수를 통하여 생산된 생산물, 그리고 여가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는 부부의 교섭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

계 전체에서 효용함수에 기여하는 부부의 비율을 의미한다. 단, 부부의 

교섭력은 부부의 임금과 그 이외에 교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함한 

함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계의 효용함수는 (4)식의 소득제약과 (5)식의 

시간제약 하에서 최대화 된다.

이러한 모델을 배경으로 Gupta and Stratton(2008)은 미국과 덴마

크의 시간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20~60세의 유배우 남녀를 대상으로 양

국을 비교분석 하였다. 부부의 상대교육수준13)을 교섭력의 대리변수

(proxy variable)로 하여 미국의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교육수준이 

높으면 주말 여가시간이 유의하게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

사시간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반면, 덴마크는 남성의 경우 미국과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상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주말가사시간은 줄어

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사시간과 육아시간을 

13) 상대교육수준은 (자신의 교육년수/(자신의 교육년수+배우자의 교육년수)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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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시간사용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가족 내의 시간배분의 연구라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학에서의 교섭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학에서는 부부간의 교섭력에 대하여 분석

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효시가 되는 연구는 Blood and 

Wolfe (1960)의 연구로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의 부부를 대상으로 교섭

력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들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한 

Centers et al. (1971)의 연구도 부부의 교섭력에 대하여 분석을 한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집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힘의 

역학 관계라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가사 분담이 교섭력에 따라 어떠

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므로 이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

도록 한다. 

먼저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데이터를 사

용하여 분석한 Brines(1994)는 아내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가사

시간은 감소하는데, 남편의 경제적 의존이 더욱 커지면 오히려 아내의 가

사시간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사한 방법으로 호

주와 미국의 교섭력에 대하여 분석한 Bittman et al. (2003)의 연구를 

보면, 아내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사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호주와 미국

이 유사하지만, 호주의 경우는 그 감소가 남편과의 소득 비가 동일해 질 

때까지만 감소하고,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아내의 집안일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의 교섭력에 대해 분석한 김수정·김

은지(2007)의 연구는 우리나라 유배우 여성도 호주의 여성과 동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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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기수(2009)와 이창순(2014)의 연구

는 미국과 같이 아내의 소득이 증가하면 가사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를 비교한 연구로는 Fuwa(2004)의 연구가 대표적인

데, 1994년에 실시된 ISSP 데이터를 이용하여 22개국14)의 가사 분담15)

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섭력을 부부의 상대 소득

(earning)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하였는데, 상대 소득16)은 가사분담 정도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분담

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uwa(2004)의 연구는 연구 방법과 데이터 측면에서 본 분석과 

매우 유사한데, 그 연구에서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가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1994년에 실시된 것으

로 현재의 경향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조사된 데이터로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 비교 분석을 실시하려 

한다.

1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독일,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이
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
로바키아, 스웨덴, 미국

15) 이 연구에 사용된 ISSP 1994 데이타에는 가사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사분
담 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사분담 척도는 5개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질문
으로 구성하고 있다. 질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세탁(laundry), 장보기(shopping for 
groceries), 가족 케어(caring for sick family members), 저녁 식사 결정(what to 
have for dinner)이고, 이들의 척도를 합산한 수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아내가 분담하는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상대소득은 0부터 4까지의 범위에 있으며, 0은 남편의 소득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4는 
아내의 소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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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장의 목적은 부부의 교섭력이 육아·가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하여 국제 비교를 하는 것이다. 아내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아

내의 가사시간이 감소하는 결과와, 아내의 교섭력이 높아지더라도 아내

의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결과로 양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아직까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부부의 교섭력이 육아·가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

석하고 또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 한다. 다

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교섭력은 육아·가사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부 교섭력의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국가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모형 및 측정

분석의 순서는 먼저 유배우 여성과 그 남편의 상대소득에 따른 육아와 

가사 시간이 국가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기술적 통계 분석을 하고, 

가사와 육아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 분석을 한다. 앞의 (1) ~ 

(5)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집합 모델 함수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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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는 종속변수를 나타내며 하첨자 k는 가사 시간(h)과 육아 

시간(c)을 나타내는데, 집합 모델 추정을 위하여 (6)식의 하단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변수를 가공하였다. 즉, 가사 시간과 육아 시간은 –1에서 +1의 

분포를 가지며, 아내의 가사 및 육아 시간이 남편보다 길 경우엔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이

것은 가사 및 육아 분담률을 의미한다.

는 앞의 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섭력을 나타낸다. 선행연구들에서 

정의된 부부간 교섭력은 <표 6-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Kiker and 

Ng(1990)은 남편 임금을 아내의 임금으로 나누어 로그를 취한 수치17)를 

사용하였고, Bittman et al.(2003)은 남편소득에서 아내소득을 뺀 후, 

남편소득과 아내소득의 합계로 나눈 것18), Fuwa(2004)는 일 년간의 소

득을 0에서 4까지의 척도로  수치가 작을수록 남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고, 수치가 클수록 아내의 소득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 자신의 교육

연수를 자신과 배우자의 교육연수의 합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한 Gupta 

17) 그 반대인 아내의 임금을 남편의 임금으로 나누어 로그를 취한 수치도 사용
18) 즉,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교섭력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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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ratton(2008),  Kiker and Ng(1990)와 동일하게 남편 임금을 아

내의 임금으로 나누어 로그를 취한 수치를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Connelly and Kimmel(2009)가 있다. 

〈표 6-2〉 선행연구들의 교섭력 정의

연구 교섭력 정의

kiker and Ng(1990) ln(남편임금/아내임금), ln(아내임금/남편임금)

Bittman et al.(2003), 
Brines(1994)

{(남편소득-아내소득)/(남편소득+아내소득)}

Fuwa(2004)
0부터 4까지의 척도를 사용(수치가 작을수록 남편의 소득이 
크고, 클수록 아내의 소득이 큼)

Gupta and Stratton 
(2008)

자신의 교육연수/(자신 + 배우자의 교육연수)

Connelly and Kimmel 
(2009)

ln(아내임금/남편임금)

주로 경제학 논문에서는 부부간의 상대 임금 또는 상대 교육 연수를 교

섭력으로 보았고, 사회학에서는 소득의 비를 교섭력이라 보고 있다. 그렇

지만 소득은 근무시간에 의한 편향(bias)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당 임금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Pollak 

2005).

그러나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부부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

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간 교섭력을 Fuwa(2004)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부부의 상대소득 정도를 사용한다. 단, ISSP 2012의 데이터는 7

개의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Fuwa(2004)가 사용한 변수보다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척도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

자가 클수록 아내의 소득이 높고, 그 중 4번 째 척도는 서로 소득이 비슷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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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는 부부 변인, 국가 및 자녀 등의 배경 변수를 나타내며, 소득 

비, 소득 비 제곱, 연령비, 교육수준비, 국가, 미취학 자녀수, 학령기 자녀

수, 도시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 비의 제곱은 소득 비의 효과의 선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으로서 소득 비와 소득 제곱의 부호의 방향으로 선

형성 여부를 결정한다. 연령비와 교육수준비의 변수도 가사·육아 시간과 

동일한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국가 변수는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을 대

상으로 한다19). 미취학 자녀는 0~6세 미만의 자녀를 나타내며, 학령기 

자녀는 6~18세 미만의 자녀를 나타낸다. 도시 크기는 6개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대도시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4절 결과

  1. 기술통계분석

가. 국가별 가사 및 육아 분담율의 분포

[그림 6-1]은 부부의 가사 분담률을 국가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모든 

나라의 가사 분담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 분담률이 남편보

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0.61로서 제일 크고, 미

국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대만, 한국도 0.4 내외로 작

은 편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중국이 0.13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대상 국가 

19) 영국은 배우자의 연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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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제일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1〕 국가별 가사 분담률

   주: 1) χ2=9.0e+03***, * p<0.05, ** p<0.01, *** p<0.001
        2) 분담률의 분포는 –1에서 1로, 0보다 크면 아내의 분담률이 크고, 0보다 작으면 남편의 분담

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값이 1인 경우는 아내가 100% 분담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그림 6-2]는 [그림 6-1]과 같은 형식으로 육아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6-1]과 마찬가지로 일본 여성의 육아시간이 가장 길고, 미국과 

한국이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웨덴의 육아 분

담률이 작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가사 및 육아 분담률을 복지 레짐별로 살펴보면 같은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육아 분담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프랑스 여

성의 육아 분담률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스웨덴은 유배우 여성의 가사와 육아 모두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작

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4개 국가에서는 일본 여성의 가사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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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담률이 모두 매우 크고, 중국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분담률이 스웨덴 

수준으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국가별 육아 분담률

   주: 1) χ2=4.1e+03***, * p<0.05, ** p<0.01, *** p<0.001
        2) 분담률의 분포는 –1에서 1로, 0보다 크면 아내의 분담률이 크고, 0보다 작으면 남편의 분담

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값이 1인 경우는 아내가 100% 분담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나. 응답자 기본 특성

<표 6-3>은 본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와 관련된 응답자의 기본 특성에 

대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소득 비의 평균은 3.041로 부부의 소득이 동

일하다는 4보다 낮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아내의 소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남편이 높은 경향이 보이지만 그다지 큰 차이라 

할 수는 없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이 제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미취학 자녀수는 0.276, 평균 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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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녀수는 0.492이고 도시크기는  3.356으로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중소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 응답자 기본 특성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샘플 사이즈 548 590 864 492 560 3,284 881 634 

부부
변인

소득 비 3.32 2.85 3.21 3.29 2.22 3.17 3.00 3.11 

연령 비 -0.03 -0.03 -0.03 -0.02 -0.02 -0.02 -0.03 -0.02 

교육수준 비 0.02 -0.06 0.01 0.03 -0.03 -0.17 -0.08 -0.05 

자녀 및 
배경 
변인

미취학 자녀수 0.24 0.18 0.28 0.24 0.24 0.30 0.35 0.34 

학령기 자녀수 0.47 0.46 0.59 0.39 0.54 0.44 0.69 0.60 

도시크기 3.86 3.07 2.95 3.18 3.05 3.46 3.56 3.31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 회귀분석

가. 가사 분담률

<표 6-4>은 부부의 가사 분담률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가사 분담은 3개의 모델로 단계적인(stepwise)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 비와 국가의 영향을 상세하게 보기 위함이다.

먼저 모델 1을 보면 부부변인의 소득 비와 소득 비 제곱은 0.1% 유의

수준에서 각각 음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을 경우, 아내의 가사 분담률이 감소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 비의 효과는 단조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율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을 경

우, 가사 분담률이 감소는 하지만 아내의 소득이 계속 커진다고 해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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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률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득 비의 영향은 국가와 자녀 및 배경 변인을 통제해도 유의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강건한(robust)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연령 비는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교육수준 비는 가사 분담률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다 하더

라도 가사 분담률이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

의 영향도 나머지 변수를 통제했을 때 유의성에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모델 2는 부부변인에 국가 변수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을 준

거변수로 하였을 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차이는 [그림 6-1]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일본

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3은 자녀 및 배경 변인을 도입한 것인데, 미취학 자녀

수와 학령기 자녀수는 가사 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이 없고, 도시크기가 클

수록 아내의 가사 분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일수록 

맞벌이의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표 6-4>의 결과에서는 각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각 국가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표 6-5>는 각 국가별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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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부부의 가사 분담률 추정결과(전체)

가사시간(OLS)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부부변인

소득 비 -0.175*** -0.090*** -0.091***
(0.012) (0.011) (0.011)

소득 비 제곱 0.016*** 0.007*** 0.007***
(0.002) (0.002) (0.002)

연령 비 0.040 0.061 0.085#
(0.047) (0.044) (0.046)

교육수준 비 0.092*** 0.043*** 0.048***
(0.012) (0.011) (0.011)

국가
(Ref. 미국)

독일 0.176*** 0.174***
(0.022) (0.022)

프랑스 0.139*** 0.140***
(0.019) (0.020)

스웨덴 0.072** 0.081***
(0.022) (0.022)

일본 0.358*** 0.357***
(0.022) (0.022)

중국 -0.102*** -0.096***
(0.017) (0.017)

대만 0.180*** 0.184***
(0.020) (0.020)

한국 0.191*** 0.194***
(0.021) (0.021)

자녀 및 
배경 변인

미취학 자녀수 -0.011 
(0.007)

학령기 자녀수 0.007 
(0.005)

도시크기 -0.012***
(0.003)

상수항 0.653*** 0.442*** 0.483***
(0.019) (0.025) (0.028)

R-squared 0.062 0.197 0.199 
F-statistic 135.18*** 181.70*** 140.65***

Observations 8,079 8,079 7,853 

   주: * p<0.05, ** p<0.01, *** p<0.001, (   ) is standard error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먼저 소득 비를 보면, 스웨덴만이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부부의 소득과 가사 분담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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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 전체의 추정 결과에서

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연령 비가 미국, 대만, 한국에서는 유의한 결과

가 나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대만

과 한국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만과 한국은 

남편과 아내의 나이차가 작거나, 아내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사 분담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의성이 약하지만 일본도 이러한 경향

이 보인다20).

〈표 6-5〉 부부의 가사 분담률 추정결과(국가별)

가사시간(OLS)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부부변인

소득 비 -0.136* -0.109** -0.170*** 0.065 
(0.055) (0.038) (0.037) (0.073)

소득 비 제곱 0.017* 0.015** 0.024*** -0.006 
(0.007) (0.005) (0.005) (0.009)

연령 비 -0.204 0.296 -0.032 0.021 
(0.123) (0.240) (0.094) (0.169)

교육수준 비 -0.188* -0.096 -0.027 -0.002 
(0.089) (0.083) (0.038) (0.051)

자녀 및 
배경 변인

미취학 자녀수 -0.006 0.021 -0.015 -0.028 
(0.032) (0.026) (0.018) (0.025)

학령기 자녀수 -0.005 0.024 -0.018 -0.013 
(0.022) (0.017) (0.012) (0.019)

도시크기 0.000 -0.022# -0.022* -0.046***
(0.017) (0.013) (0.010) (0.011)

상수항 0.538*** 0.626*** 0.704*** 0.232 
(0.122) (0.076) (0.078) (0.146)

R-squared 0.014 0.023 0.038 0.038 
F-statistic 3.93*** 5.04*** 6.54*** 5.77***

Observations 548 590 864 492 

   주: * p<0.05, ** p<0.01, *** p<0.001, (   ) is standard error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20) 일본의 t-value는 1.63으로 P-value는 0.1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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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계속

가사시간(OLS)

구분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부부변인

소득 비 -0.197*** -0.085*** -0.182*** -0.113**
(0.040) (0.016) (0.032) (0.038)

소득 비 제곱 0.023*** 0.007*** 0.021*** 0.012**
(0.005) (0.002) (0.004) (0.005)

연령 비 0.404 -0.009 0.353*** 1.046*
(0.257) (0.130) (0.095) (0.457)

교육수준 비 -0.024 0.069*** -0.109* 0.050 
(0.107) (0.012) (0.052) (0.063)

자녀 및 
배경 변인

미취학 자녀수 0.023 -0.012 0.000 -0.005 
(0.027) (0.011) (0.019) (0.030)

학령기 자녀수 0.041* 0.007 0.017 0.034 
(0.016) (0.009) (0.015) (0.021)

도시크기 -0.015 -0.011* -0.009 0.029#
(0.014) (0.004) (0.012) (0.015)

상수항 0.983*** 0.380*** 0.767*** 0.572***
(0.081) (0.035) (0.072) (0.089)

R-squared 0.056 0.034 0.054 0.028 
F-statistic 6.85*** 8.87*** 14.29*** 8.34***

Observations 560 3,284 881 63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   ) is standard error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전체 추정에서 강한 유의성을 보였던 교육수준 비를 살펴보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대만인데, 미국과 대만은 전체 추

정결과와 반대인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매우 유의성이 강

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생각할 때, 전체 추정 결과는 중국의 효

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대만

은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분담률이 감소함과 동시에 남편의 

가사 분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자녀수는 일본만이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변수는 전체 추정 결과에서는 유의성이 없던 변수였다. 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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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유배우 여성만이 학령기 자녀가 많을수록 가사 분담율도 증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 추정에서 도시크기는 음의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한국만이 유의성이 약하지만(10% 유의수준) 양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의 유의성이 가장 강한 국가는 스웨

덴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도시에 거주하는 

유배우 여성들의 가사 분담률이 오히려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맞

벌이의 경향이 강한 도시의 유배우 여성들이 임금 노동(paid work)과 비

임금 노동(unpaid work)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단, 국가

별 추정 결과는 전체 추정에 비하여 결정 계수(R-squared)가 작기 때문

에,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나. 육아시간

<표 6-6>은 부부의 육아 분담률에 대한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육

아 분담율도 가사 분담율과 동일하게 3개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모델 1의 소득 비를 보면 가사 분담율과 동일한 영향, 즉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을 경우, 육아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

나 국가, 자녀 및 배경 변인을 통제할 경우 유의성은 약해져서 모델 2에서

부터는 이차항의 유의성이 없어지고 있다21). 따라서 소득 비의 결과는 강

건하다고 할 수 없지만 육아 분담율도 대체로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

을 경우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변인의 그 외 변수들, 즉 

연령 비와 교육수준 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가 변수를 도입해보면(모델 2), 프랑스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

가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6-2]에

21) 표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모델 3의 소득 비 제곱은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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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결과에서도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6〉 부부의 육아 분담률 추정결과(전체)

육아시간(OLS)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부부변인

소득 비 -0.115*** -0.037 -0.050*
(0.021) (0.020) (0.021)

소득 비 제곱 0.013*** 0.004 0.005
(0.003) (0.003) (0.003)

연령 비 0.053 0.065 0.052 
(0.077) (0.074) (0.078)

교육수준 비 0.000 -0.016 -0.007 
(0.020) (0.019) (0.019)

국가
(Ref. 미국)

독일 0.160*** 0.147***
(0.040) (0.040)

프랑스 0.016 0.008 
(0.037) (0.038)

스웨덴 0.292*** 0.297***
(0.038) (0.038)

일본 0.383*** 0.373***
(0.039) (0.039)

중국 0.019 0.023 
(0.031) (0.031)

대만 0.174*** 0.209***
(0.038) (0.038)

한국 0.272*** 0.269***
(0.039) (0.039)

자녀 및 
배경 변인

미취학 자녀수 -0.066***
(0.012)

학령기 자녀수 -0.036***
(0.009)

도시크기 -0.019**
(0.006)

상수항 0.474*** 0.229*** 0.358***
(0.033) (0.045) (0.050)

R-squared 0.014 0.103 0.115 
F-statistic 12.27*** 34.72*** 30.38***

Observations 3,241 3,241 3,165 

   주: * p<0.05, ** p<0.01, *** p<0.001, (   ) is standard error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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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을 보면, 미취학자녀수와 학령기 자녀수, 도시크기 변수가 모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추세로는 

미취학 자녀, 학령기 자녀가 많을수록 아내의 육아 분담률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자녀가 많을수록 유배우 여성의 육아 시간이 증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별 추정 결과에서 자세하게 

논의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도시크기는 가사 분담율과 유사하게 대도시

일수록 유배우 여성의 육아 분담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표 6-7>은 <표 6-6>를 국가별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

저 소득 비를 보면, 독일, 스웨덴, 중국, 대만만이 전체 추정 결과와 동

일하고 나머지 국가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 

스웨덴과 대만의 유의성은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과 독일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자녀수와 학령기 자녀수는 전체 추정 결과 둘 다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국가별 추정 결과에서는 미국과 중국만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데, 10%의 유의수준에서 일본의 미취학 자녀수 변수가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2). 즉, 미국과 중국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여 아내의 가사시간이 

감소하고, 일본의 유배우 여성은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남편의 육아분담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독일, 대만, 한국은 아내의 육

아분담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존재에 따른 육아 분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표에는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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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부부의 육아 분담률 추정결과(국가별)

육아시간(OLS)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부부변인

소득 비 -0.003 0.219* 0.016 0.220
(0.099) (0.109) (0.085) (0.130)

소득 비 제곱 -0.006 -0.046** -0.005 -0.035
(0.014) (0.018) (0.013) (0.018)

연령 비 0.184 -0.696 0.035 -0.184 
(0.203) (0.545) (0.147) (0.197)

교육수준 비 -0.222 -0.307# 0.010 0.045 
(0.135) (0.162) (0.073) (0.092)

자녀 및 
배경 변인

미취학 자녀수 -0.185*** -0.009 -0.014 -0.017 
(0.052) (0.047) (0.034) (0.038)

학령기 자녀수 -0.136*** -0.037 -0.010 -0.036 
(0.036) (0.030) (0.021) (0.030)

도시크기 -0.009 -0.013 -0.010 -0.030 
(0.028) (0.025) (0.018) (0.020)

상수항 0.677*** 0.127 0.207 -0.034 
(0.198) (0.173) (0.147) (0.250)

R-squared 0.120 0.050 -0.020 0.025 
F-statistic 6.09*** 2.55** 0.22 1.66

Observations 263 207 277 179 
구분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부부변인

소득 비 0.015 -0.074** -0.165* 0.025 
(0.075) (0.027) (0.067) (0.071)

소득 비 제곱 -0.015 0.013*** 0.019# -0.009 
(0.012) (0.004) (0.010) (0.010)

연령 비 -0.012 0.088 -0.082 0.925 
(0.352) (0.191) (0.191) (0.733)

교육수준 비 0.015 0.005 -0.084 -0.050 
(0.204) (0.020) (0.113) (0.137)

자녀 및 
배경 변인

미취학 자녀수 -0.087 -0.082*** -0.034 0.015 
(0.045) (0.017) (0.033) (0.051)

학령기 자녀수 0.028 -0.044** -0.005 -0.018 
(0.028) (0.015) (0.029) (0.036)

도시크기 0.034 -0.025** -0.010 -0.068*
(0.026) (0.007) (0.023) (0.027)

상수항 0.511*** 0.403*** 0.666*** 0.726***
(0.143) (0.054) (0.136) (0.149)

R-squared 0.044 0.025 0.017 0.017 
F-statistic 2.63** 6.52*** 1.65 1.59

Observations 247 1,481 267 244 

   주: * p<0.05, ** p<0.01, *** p<0.001, (   ) is standard error
자료:  ISSP 2012-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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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시크기는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곧 중국과 한국은 대도시에 거주

할수록 유배우 여성의 가사 분담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육

아 분담율의 국가별 추정 결과는 가사 분담률 추정과 유사하게 전체 추정

에 비하여 결정 계수가 작기 때문에,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프랑

스, 스웨덴, 대만, 한국의 경우, F-검정(F-statistic) 결과가 유의하지 않

기 때문에 계수의 영향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장은 부부간의 교섭력이 가사 및 육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ISSP 2012」 데이타를 이용하여, 복지 

레짐 및 지역별로 국가들을 나눠서 비교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가사 및 

육아시간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에 대하여 한 모델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

니라 부부간 역학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사회학 문헌도 참조

하여 이론의 틀을 확립하였다.

분석 결과, 교섭력(소득 비)은 가사 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아내의 교섭력이 커지면 가사 분담률은 감소하지만, 아

내의 교섭력이 계속 커진다 해도 그만큼 분담률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Bittman et al. (2003)과 김수정·김은

지(2007)과 같은 추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시간이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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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한다는 그들의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본 분석의 결과는 그러

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사 분담률이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아내의 가사 분담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별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교섭력만이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도시에 거주하는 유배우 여성들의 가사 분

담률이 오히려 크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맞벌이의 경향이 강한 

도시의 유배우 여성들이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의 양쪽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육아 분담율의 분석 결과는 소득 비의 영향이 강건하지는 않았지만 대

체로 가사 분담율과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국

가별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 비의 영향이 미국, 일본, 한국의 유의성이 발

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시사점

가사 및 육아 분담과 출산(또는 계획)은 서로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박수미 2008; 정혜은·진미정 

2008), 이를 출산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 3-2>의 합계출

산율을 보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은 1.88,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

스는 각각 1.38, 2.00,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1.91, 동아시아 국

가의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은 1.41, 1.67, 1.10, 1.30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로 특히 히스패닉의 출산

율이 높고,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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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본 분석의 가사·육아 분담률 추정 결과와 출산을 연결 지어서 생각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먼저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복지 레짐에서는 유사하게 편

제되어 있지만 출산율의 차이가 크고, 또한 본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의 가사·육아 분담률이 프랑스보다 크며 그 차이는 프랑스의 두 

배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육아 분담률은 독일에 비하여 교섭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율의 차이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유배우 여성의 가사·육아 분

담률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작을 뿐만 아니라, 교섭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곤 가사·육아 분담률이 매우 높

고, 특히 가사 분담률에는 교섭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 동아시아(중국 제외)의 특징이 매우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교섭력과 관계없이 아내의 가사·육아 분담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교섭력을 동등하게 만든다고 하여도 분담률이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섭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남성의 

가사와 육아 분담을 높이기 위한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캠페인 측면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분석은 주로 가사와 육아 분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사용

한 데이타의 제약 상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한

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변수의 구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

는 데이타로 이러한 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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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개인 및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은 다양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의하여 좌

우된다. 건강의 결정요인은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유전전 환경 등 환

경적 요인과 개인의 유전적 소인, 생활습관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개

인의 건강수준에는 인구학적 요인, 지리적 요인, 직업적 요인과 같은 사

회경제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정영호 등, 2006). 

우리나라에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의 중요성과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 법에서 건강증진사

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며,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

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23)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개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보

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증진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을 통하여 질병이

나 장애로 지내는 삶의 기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건강수명을 연장시키

기 위해서는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3) 법제처(2014) 국민건강증진법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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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목표에서 관련된 건강결정요인은 건강생활의 실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감염성 질환예방,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환경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추진분야들은 개인의 건강수준과 관

련이 있는 근거들에 의해 결정된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들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건강수준의 차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가족형

태의 요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건강의 개념

건강은 가족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 의하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전한 웰빙을 의미하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

다. 건강은 국가경제개발의 핵심요소이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건강의 정의는 질병의 유무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 일찍이 

1948년의 보편적 인간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다.24)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의 개념은 질병과 질병이 없는 이분법으로 이

24) 자료원: www.who.int/trade/glossary/stroy046/en/ 2014 update: 2014년 9월 15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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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수준을 넘어서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수준

의 건강을 논할 때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80년대까지

만 해도 건강관리의 초점이 자주 질병치료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Rubinson & Alles, 1984; Tones & Green, 2004). 

  2. 건강의 결정요인

캐나다 라론데의 보고에 의하면 건강의 결정요인으로는 생활양식, 환

경, 보건의료체계,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Lalonde, 

1974). 만성질병예방을 위한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식습

관, 운동, 스트레스관리, 간접흡연감소, 환경오염감소, 저소득층개선 등

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Brownson et al., 1998).

건강증진의 개념을 미국 보건성에서는 “건강을 개선하거나 보호하는 행동

적 환경적 적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직적 정책적 경제적 조치들과 

보건교육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USDHHS, 1980). 1984년 세계보건기구

는 건강증진을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

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명시하였다. 1991년 Green 이 제시한 건

강증진의 개념은 “건강에 이로운 삶의 조건과 행동실천을 위한 교육적 지원

과 환경적 지원의 조합으로 설명하였다. 

1986년 11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 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 

발표된〔건강증진에 관한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스스

로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건강증

진정책이란 다양하고 보완적인 접근방법들의 결합으로서 보건, 소득, 사회

정책이 더욱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조정활동이라고 하였다. 제1차 세계건강

증진회의에서 제시된 건강증진사업의 5개 기본영역은 ① 건강한 공중보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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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구축, ② 지원적 환경창출, ③ 지역사회 활동강화, ④ 개인적 기법 개발, ⑤ 

보건서비스의 재정립 등이다. 

특히 보건서비스는 현대에 들어와서 치료중심의 질병관리서비스와 예

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로 크게 구분된다(그림 7-1 참조).

〔그림 7-1〕 인구집단의 특성단계별 질병관리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종류

Medical Care, Illness Management              Population Group                     Health Promotion

Public health : planning, policy, information, incentives, taxation

일차의료(조기검진)

의료정보 및 
일반의약품 정보

이차의료(외래진료)

삼차의료(입원진료)

재활

만성질환 관리

행동변화프로
그램

교육자료개발
예방교육

대중매체 홍보

상담 및 개별교육

재발방지교육
인지적 행동변화프로그램

행동의학 및 사례관리

건강인이면서 중류층이상

반건강인이면서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음주자 및 흡연자

질병의 증상있음

질환 및 사건

자료: Model of integrated care for a community Population, Abrams, DB, Integrating 
Basic, Clinical, and Public Health Research for Alcohol-Tobacco Interactions, In 
Alcohol and Tobacco: From Basic Science to Clinical Practice edited by J. B. 
Fertig & J. P. Alle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Bethesda, MD, USA, 199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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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강인식과 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에 의하면 여자 84세 남자 77.2세였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우리나라 건강수명산출 결과에 의하면, 2007년 71세(남자 68

세, 여자 74세)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질병의 조기발견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환발견자의 조기치료는 임

상수준을 개선시키고, 질환의 정상회복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건강에 이상이 없어도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건강유지의지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건강증진사업이 뒷받침되

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진료비도 증가하

고 있다. 2008년 전체건강보험진료비는 34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 가

운데 12조 1천억 원이 만성질환진료비로 지급되었다. 

건강의 결정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으며 이중 건강행태와 관련된 요인이 31%에서 51%까지 건강의 결정요

인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정영호 등, 2006). 벨럭과 브레슬

로우는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안하기, 운동, 적당한 수면, 금연, 정상체중

의 유지, 적당한 음주 등이 많은 질병과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25) 캐나다 라론데의 보고서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중 개인의 생활습관이 33.3%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26) 

한편 건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건

25) Belloc, N. B. & Breslow, L.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s, Preventive Medicine, 1(3); 409~421, 1972.

26) Lalonde, M.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Ottawa,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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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득수

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보건의료수요도 변화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

다(그림 7-2 참조). 

〔그림 7-2〕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개념도  

자료: Morgan, A., Davies M. Ziglio E., Health Assets in a Global Contextl;Theory, 
Methods, Action, Springer:London, UK, 2010 p.93.

가. KAP 이론

 

지식과 태도, 실천의 세 가지 요인을 건강행동실천의 주요 요인으로 보

는 KAP(Knowledge, Attitude, Practice) 이론은 교육학에서 고전적인 

개념으로 개인수준의 인지영역, 정서영역, 행동영역에서 일어나는 제반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Bloom, 1964). 

이 세 분야에 관해 조사 실시와 연계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7장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195

  1)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s)

인지적 영역은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학습

자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인지적 영역은 가장 단순한 것부터 가장 복잡

한 것까지의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정리되는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

합, 평가로 구분된다.

〈표 7-1〉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s)

단계 내용

지식(Knowledge) 사실적 정보의 기억

이해(comprehension) 전달(소통)되는 메시지의 이해

적용(application) 메시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종합(synthesis) 그 부분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

평가(evaluation) 메시지의 전반적인 효과를 측정할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주: 평가-메시지의 전반적인 효과를 측정할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식품사고 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 부분에 관련된 조사였다.

자료: 박형중 외,『보건교육원리』, 신광출판사, 1997.

  2) 정서적 영역(Affective domains)

정서적 영역은 가치, 태도, 이해, 느낌, 감정을 중심으로 하여 수용, 반

등, 가치화, 조직, 가치종합까지 단순한 과정에서 점차 복잡한 과정으로 

발전되어 나가며 식품, 식품군별 안전체감 정도에 의해 섭취수준을 결정

하게 되는 것이며, 식품사고에 관한 인체위해체감도를 나름대로 인지하

고 사고 후 섭취빈도를 결정하게 된다.

  3) 행동영역(Action domains)

행동영역은 모든 행태를 포함한다. 즉, 특정 사건, 제품에 관한 인지와 



196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정서적인 영역이 함께 작용하여 행동영역이 결정된다. 즉, 식품 및 식품

군별에 관한 각각의 식품안전체감도와 현재 자신의 식품 선호도가 작용

하여 식품안전체감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KAP 이론과 동기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동기는 일단 인

지영역을 거친 후에 그 중요성을 더하는데 동기는 행동자극에 영향을 미

치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이용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으로 동기이론과 실제 

KAP 조사와 연계시킨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3]에 제시된 바

와 같아진다. 

〔그림 7-3〕 동기이론과 KAP 이론의 유사성(Relationship of Motivation and KAP theory)

실행 (Practice) :

KAP 이론

행동 (Action)
인지

(Perception)

태도

(Attitude)

지식

(Knowledge)

동기

(Motivation)

자료: 박형중 외,『보건교육원리』, 신광출판사, 1997.

 

나. 건강증진을 위한 프리시드와 프로시드 모델(PRECEDE & PROCEDE)

  

프리시드모델(PRECEDE Model)은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Constructs in Educational  Diagnosis and Evaluation의 

첫 자를 딴 것이다. Green 등은 1980년에 보건교육요구를 진단하기 위

한 PRECEDE 모형을 발표했고, 1991년에 이를 기본으로 건강증진의 

계획과 수행 및 평가를 위한 PRECEDE-PRCEED모형(PROCEED: 

Policy, Regulatory, Organizational, Constructs in Educa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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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이 모형의 주요 특성은 보건교육자가 투입(교육중재, 과정)보다 결과

(건강,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목표에 준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다. 이 모형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요인들을 역

학적으로 사정하므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더 적합하다. 여러 측면의 진단과정을 통해, 건강 및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의 복합성을 분류하여 조직화할 수 있는 접근체계를 제시해 주며, 

건강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가장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적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모형에서 보건교육요구를 진단하기 위한 과정은 사회적, 역학적 행

위적, 교육적, 행정적 진단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진단은 지역사회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적 

평가로는 각종 사회적 지표를 사용하며, 주관적 평가로는 지역주민의 견

해를 토대로 삶의 질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역학적 진단에서는, 대상집단의 건강문제의 범위, 분포, 원인을 기술한

다. 건강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문제를 유병율, 발생율, 빈

도 등의 정량적인 방법(quantitative method)으로 측정한다.

행위적 진단은 역학적 진단에서 확인한 건강문제와 원인적으로 연결된 것

으로 보이는 건강행위의 실천수준과,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비행위적 원인인 유전‧환경요인(가족력, 성, 연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모형에서는 보건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

능하지 않은 비행위적 요인은 보건교육사업의 목표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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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진단은 보건교육내용설정을 위한 단계로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소인요인, 부여요인, 강화요인을 진단한다. 소인요인(predisposing 

construct)은 행위의 근거나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지식, 태도, 

신념, 가치관, 자기효능 변수 등이 포함된다. 부여요인(enabling con-

struct)은 개인이나 조직의 건강행위 수행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요인으로

서,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제공성과 개인의 

기술, 개인의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 등이다. 강화적 요인(reinforcing 

construct)은 보상, 칭찬, 벌 등과 같이 행위가 지속되거나 없어지게 하

는 요인으로 사회적 유익성, 신체적  유익성, 대리보상, 사회적 지지, 친

구의 영향, 충고,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 등이

다. 행정적 진단은 산과 인력에 대한 분석과정이다.

〔그림 7-4〕 프리시드‧프로시드 모델

건 강 증 진

보건교육

보건정책  
및 조직

행동과
생활양식

환        경

소 인 요 인

강 화 요 인

부 여 요 인

건  강 삶의  질

5단계
행정적 진단

4단계
교육적 진단

3단계
행동적 진단

2단계
역학적 진단

1단계
사회적 진단

프리시드 모델

6단계
실  행

7단계
과정평가

8단계
영향평가

9단계
결과평가

프로시드 모델

자료: Green, LW & Kreuter MW (1991) Health Promotion Planning: an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Approach, second edition, Mayfield Publishing Company: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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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 분 사례

건강행동

소인요인

행동에 관계된 과거 경험

인지된 이익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동료규범

부여요인

필요한 정보

필요한 기술

인지된 장애의 제거

자원의 이용가능

자기통제효율성

강화요인

행동의 경험(내부 또는 외부)

주변인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강화요인

환경적인 신호

중독(습관화)된 정도

자료: Wooley, S.F., Behavior Mapping: A Tool for Identifying Priorities for Health 
Education Curricula and Instructio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Vol.26, No.4, 
1995, pp.200~206.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2020)’의 정책지표를 

살펴보면, "모든 정책에서 건강"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건강의 형평

성제고를 주요 목표로 한다.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과 입법 그리고 규정

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국민 건강 계

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른 정부 부처의 조치의 예로는, 술, 

담배, 음식의 판매규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세

금혜택 혹은 자전거도로에 투자 등이 있다(Moodie, 2000).

이 섹션의 목적은 비전염성 질환의 네 가지 주요 요소인 담배, 술, 건강

에 좋지 않은 음식, 운동부족 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을 위한 

출발점을 요약하는 것이다. <표  7-3>에 보이는 것처럼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 2020에서 확인된 네 가지 건강 증진 요소들이 건강위험을 대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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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놀랍게도, 심장 질환, 뇌졸중, 2형 당뇨병 및 암의 3분의 1을 긴급 행

동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최대 80% 까지 예방

할 수 있다(WHO, 2009).

〈표 7-3〉 주요 건강증진 정책지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단위: %)

영역 주요 요소
목표

2008 2020

1 담배 성인 남자 흡연율 47.7 29

2 술 성인 고위험 음주
남자 28.3
여자  8.5

남자 18
여자  5

3 비활동성 중간 정도의 활동 14.5 20

4 영양
건강 섭취 습관 비율
(지방, 나트륨, 과일/채소 중에 두 가지 요소)

28.9 35

5 건강검진 건강검진수검율 향상 65.3 80

건강증진과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IUHPE)은 최근 “비전염성 질병에

의 건강 증진 접근을 옹호하는” 성명을 9월 뉴욕 만성질병부서(NCDs)의 

UN최고회의에 앞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효과적

인 건강 증진 정책은 국제 인구에 대한 NCDs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derson과 Baumberger (2006)의 문헌 검토에 따르면, 음주와 운

전에 대한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다(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정책과 

면허정지정책, 무작위 호흡 테스트 정책).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지원, 커

뮤니케이션, 훈련 그리고 공중 인식 등은 그 효과성이 낮다. 그러나 발전

을 위한 지침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교육과 같은 것이다(마약 및 알코

올 교육에 대한 자문 그룹, 2008 참조). 핵심적으로는 부모와 간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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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 알코올 교육 그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제고, 약물의 질과 

학교에서의 알코올 교육 개선, 약물 오남용에 취약한 청소년을 지원 및 

인식 제고 등이 추천된다.

이외에도 식습관과 신체활동은 건강생활의 주요 영향요인이다. 본 연

구에서는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동과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

련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건강보

험을 제공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별로 건강수준의 경향을 분석해 보고, 

가구 및 가족유형 등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첫째, 각기 다른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건

강행동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가족유형(결혼상태) 및 다른 요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2. 연구 모형

건강증진모형인 Green의 프리시드-프로시드 모형을 기초로 건강행동

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서비스(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예방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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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측정

주요 분석변수는 흡연, 음주, 비만도, 신체활동의 정도이다. 독립변수

는 국가, 연령, 성, 교육수준, 가족유형 등이다. 

분석데이타는 ISSP 2011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 건강에 

특성화된 설문을 포함시켰었다. 

〈표 7-4〉 주요 분석변수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흡연자 매일흡연자

음주자 월단위, 주단위 음주자

비만도
(BMI)

Body Mass Index(BMI): 체중(kg)/신장제곱(m2)
- 비만기준: BMI 25이상 비만, 23~25 과체중, 18.8~23 정상, 18.5 미만 

저체중

신체활동 주간 및 매일운동빈도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12년), 대학교육이수

가족유형 결혼상태 

〈표 7-5〉 연구의 개념틀

이론적 개념 조작적 변수 지표

사회적 진단 삶의 질 행복수준

역학적 진단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BMI

행위적 진단 건강행동 흡연, 음주, 운동

교육적 
진단

소인요인 지식 및 태도 교육수준, 질병원인에 대한 인식

강화요인 가족 및 주변사람의 인식과 행동 가구원수

부여요인 의료서비스접근성 건강보험의 공공부문 커버리지

주: 프리스드프로시드모형에 기준한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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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과

  1. 주요 변수의 국가별 현황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8개국 전체평균 49.4세 였다. 일본의 응답자연령

이 평균 50.5세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46.0세로 가장 낮았다.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수를 보면 전체평균은 3.1명이었다. 대만이 4.2명으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2.4명으로 가장 낮았다. 여자응답자의 비율은 전체평균 

54.5%로 남자보다 조금 많았다. 미국이 56.7%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49.1%로 가장 낮았다.

〈표 7-6〉 국가별 주요 변수의 평균비교

국가 행복도* 교육연한* 연령* 동거인수*
주관적

건강수준*
BMI*

여자응답자
비율*

미국 5.4 13.8 50.0 2.7 3.3 27.8 56.7%

영국 5.3 13.4 49.7 2.4 3.1 26.1 56.7%

독일 5.2 12.5 48.7 2.6 3.0 25.9 49.1%

프랑스 5.0 15.2 52.1 2.5 3.1 25.4 58.4%

스웨덴 5.2 12.5 50.0 2.7 3.4 25.6 52.6%

일본 5.2 12.6 50.5 3.3 2.9 22.6 52.8%

대만 5.1 11.4 46.8 4.2 2.5 23.6 50.6%

한국 4.8 12.3 46.0 2.9 3.4 22.7 55.1%

총평균 5.1 13.2 49.4 3.0 3.1 24.9 54.5%

  

   주: 1) *p<.001
        2) 행복도: 7점척도 숫자가 클수록 행복함.
        3) 주관적 건강수준: 5점척도 숫자가 클수록 건강함.
        4) BMI: 체중(kg)/신장제곱(m²); 비만기준은 BMI 25 이상 비만, 23~25 과체중, 18.8~23 정

상, 18.5 미만 저체중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건강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변수의 8개국 전체평균을 보

면 행복도는 7점척도에서 5.1이었다. 미국이 평균 5.4로 가장 높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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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평균 4.8로 가장 낮았다. 평균 교육연한은 13.2년이었다. 프랑스 응

답자의 평균교육연한이 15.2년으로 가장 높았고, 대만은 11.4년으로 가

장 낮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5점척도에서 평균 3.1이었다. 스웨덴과 한

국이 3.4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2.5로 가장 낮았다. BMI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평균은 24.9으로 정상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었다. 미국

은 27.8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22.6으로 가장 낮았다. 

국가별 건강수준 항목을 세분하여 보면 한국의 건강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7〉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전체

Excellent 15.0 8.8 5.4 4.1 9.4 2.7 3.0 13.2 7.4

Very good 29.4 28.6 19.8 20.5 31.4 14.0 15.5 33.1 23.7

Good 31.8 36.8 48.4 54.8 48.1 54.7 28.0 33.9 44.0

Fair 19.5 19.0 21.6 18.8 9.5 25.5 39.0 15.5 20.5

Poor 4.2 6.9 4.8 1.8 1.6 3.2 14.4 4.3 4.4

좋음
(Excellent+very good)

44.4 37.4 25.2 24.6 40.8 16.7 18.5 46.3 31.1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가족의 유형별로 주관적 건강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기혼과 미혼, 사실

혼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상태와 별거상태

의 건강수준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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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연령대별 가족형태별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구분 15~29 30~39 40~49 50~59 60~69 70+ 전체

기혼 3.4 3.3 3.2 3.0 2.9 2.7 3.0

사실혼 3.5 3.3 3.0 3.0 2.8 2.9 3.2

별거 3.1 3.1 2.9 2.8 2.9 2.4 2.9

이혼 3.1 3.2 3.0 2.9 2.8 2.7 2.9

사별 3.1 2.8 2.9 2.7 2.5 2.4 2.5

미혼 3.5 3.3 3.0 2.9 2.8 2.7 3.3

전체 3.5 3.3 3.1 2.9 2.8 2.6 3.1

  

   주: 주관적 건강수준 5점척도 숫자가 클수록 좋은 상태임.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표 7-9〉 연령대별 가구원구성별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구분 15~29 30~39 40~49 50~59 60~69 70+ 전체

영유아 없음 3.5 3.3 3.1 2.9 2.8 2.6 3.0

영유아 있음 3.3 3.3 3.1 2.8 2.6 2.5 3.2

학령아동 없음 3.5 3.3 3.0 2.9 2.8 2.6 3.0

학령아동 있음 3.5 3.3 3.2 3.0 2.7 2.4 3.2

동거인 없음 3.5 3.4 3.0 2.8 2.7 2.5 2.9

동거인 있음 3.5 3.3 3.1 3.0 2.8 2.6 3.1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국가별 연령대별 1인가구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연령증가와 더불어 증

가하는 경향이 있고, 노년기에는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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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5〕 국가별 연령대별 1인가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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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국가별 비만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저체중과 정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비만과 고도비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국가별 비만도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전체

저체중 1.6 2.5 1.2 2.8 1.0 8.1 5.7 6.0 3.7

정상 19.7 24.3 28.4 33.0 25.7 52.3 41.4 51.5 35.4

과체중 14.6 22.2 19.8 21.1 25.7 18.5 19.8 21.7 20.3

비만 34.7 33.2 34.8 31.2 33.7 18.6 27.7 19.2 29.0

고도비만 29.5 17.8 15.8 11.9 14.0 2.5 5.4 1.6 1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BMI: 체중(kg)/신장제곱(m²)
        2) 비만기준은 BMI 25 이상 비만, 23~25 과체중, 18.8~23 정상, 18.5 미만 저체중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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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건강보험가입의 현황을 보았을 때 건강보험이 전혀 없는 비율

은 미국이 16.3%로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의 건강보험가입비율은 영국

이 가장 높았다. 스웨덴은 73.7%의 공공건강보험가입율을 보이고 있었

다. 일본은 공공, 고용자 등에 의한 가입 비율이 74.2%였다. 한국은 공공 

40.6%, 공공+민간 59.4%로 응답하였다. 즉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지

고 있는 우리나라국민은 공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민간건강보험을 동

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59.4%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의 한

국의료패널조사결과에서는 민간건강보험가입율이 약 60%수준인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7-11〉 건강보험가입종류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전혀 없음 16.3 　 .2 　 3.2 2.0 .5 　

공공 15.1 85.2 77.5 9.9 73.7 41.5 40.2 40.6

민간 15.9 　 7.7 　 1.6 　 　 　

고용자 35.8 　 .7 　 1.9 32.7 　 　

공공+민간 9.4 5.0 7.6 45.4 6.8 6.8 59.2 59.4

공공+고용자 2.3 8.9 .3 44.6 10.6 　 　 　

고용자+민간 2.3 　 5.4 　 .4 16.7 　 　

공공+고용자
+민간

1.4 .9 　 　 1.8 　 　 　

기타 1.5 　 .7 　 　 .2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일본과 한국은 시간이 없어서가 가

장 높았다. 영국과 스웨덴은 대기시간이 주요 요인이었다. 미국은 치료비

가 주요 의료접근성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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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 의료서비스를 못 받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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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질병의 원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행동, 환경, 유전, 빈곤 등의 문제로 

구분하여 응답되었다.  8개국전체평균을 보았을때는 질병의 원인을 환경

과 유전, 행동, 빈곤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행동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과 대만은 빈곤을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았다. 

〈표 7-12〉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인식 국가별 현황

　구분 행동 환경 유전 빈곤

미국 3.5 3.6 3.7 3.3

영국 3.6 3.5 3.6 3.2

독일 3.8 3.8 3.8 3.3

프랑스 3.4 3.9 3.7 3.4

스웨덴 3.8 3.6 3.5 3.2

일본 3.4 3.7 3.3 2.9

대만 3.4 3.8 3.4 2.5

한국 3.4 3.8 3.7 3.6

합계 3.5 3.8 3.6 3.2

  

   주: 5점척도 숫자가 클수록 동의함.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제7장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209

  2. 생활습관의 현황

흡연행태의 경우 전혀 흡연을 하지 않아온 사람의 비율은 대만이 

70.3%로 가장 높았다. 남녀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인구비율이 한국의 경구 여자 90.9%, 남자 25%였다. 

음주행동빈도의 경우 전혀 음주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은 대만 76.3%, 

일본 60.4% 등으로 높았다. 월간 음주율로 비교했을 때 한국이 35.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27.2%로 그 다음 높았다. 전체 21.0%보다 높은 수치

였다.

신체활동의 비율을 주간운동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미국이 61.4%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21.0%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40.7%였는데 낮은 편

에 속한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매우좋다와 좋다의 비율만

을 분석했을 때 한국이 46.3%로 가장 높았고, 미국 44.4%, 스웨덴 

40.8% 등이었다.

〈표 7-13〉 흡연행태 현황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전체

비흡연 50.1 45.4 41.9 47.6 50.1 54.3 70.3 61.3 52.0

과거흡연 26.7 30.3 28.3 30.1 36.5 23.8 9.3 17.8 26.0

하루  1~ 5개비 6.8 4.5 4.7 5.6 4.5 2.4 3.7 2.3 4.5

하루  6~10개비 5.9 8.1 8.1 6.6 3.8 4.4 5.0 4.6 5.9

하루 11~20개비 8.1 9.5 11.9 8.8 4.7 11.4 7.6 11.2 9.1

하루 21~40개비 2.3 2.1 4.6 1.2 .4 3.5 3.7 2.5 2.3

하루 40개비 이상 .1 .1 .4 .2 - .3 .4 .3 .2

매일 흡연율 23.2 24.3 29.8 22.3 13.4 21.9 20.3 20.9 22.0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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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국가별 성별흡연행태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흡연 44.7 54.2 41.1 48.6 34.5 49.6 40.1 52.9

과거흡연 31.0 23.4 33.3 28.0 33.6 22.8 37.7 24.7

한갑이내 20.4 21.1 22.7 21.7 25.0 24.6 20.4 21.5

한갑초과  3.9  1.4  2.8  1.7  7.0  3.0  1.8  1.0

흡연율 24.3 22.5 25.6 23.4 32.0 27.6 22.2 22.5

구분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흡연 47.2 52.7 30.8 75.3 47.2 93.4 25.0 90.9

과거흡연 40.6 32.8 36.2 12.6 16.2  2.4 33.1  5.3

한갑이내 11.6 14.3 26.9 10.3 28.7  3.9 35.7  3.8

한갑초과   .6   .2  6.0  1.7  7.9   .2  6.2    -

흡연율 12.2 14.4 33.0 12.1 36.6  4.1 41.9  3.8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표 7-15〉 음주의 빈도 현황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전체

전혀 마시지 않음 59.8 44.8 54.0 57.6 41.5 60.4 76.3 49.0 55.9

1달에 1회 22.4 30.5 27.9 25.4 36.5 12.4 15.1 15.9 23.1

1달에 4회 10.9 16.3 14.0 11.5 18.9 10.0  4.1 19.0 12.9

1주일에 3회  5.1  7.2  3.3  3.7  3.0  9.5  3.7 13.8  6.0

매일  1.8  1.2   .8  1.8   .2  7.8   .8  2.3  2.1

월간 음주율 17.8 24.7 18.1 17.0 22.0 27.2  8.7 35.1 21.0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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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6〉 운동실천 현황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전체

전혀 안함 12.4 16.5 12.8 14.2  8.1 55.3 18.4 29.8 20.2

1달에 1회  9.2 16.0 12.6 17.6 13.1 10.3 15.5 12.6 14.0

1달에 4회 17.0 22.5 19.9 25.8 26.3 13.3 14.9 16.9 19.9

1주일에 3회 35.2 29.8 35.3 29.5 40.8 14.6 26.5 25.2 29.2

매일 26.2 15.3 19.4 13.0 11.8  6.5 24.6 15.5 16.8

주간운동 61.4 45.1 54.8 42.5 52.6 21.0 51.1 40.7 46.0

  3. 다변량분석결과

주요 분석대상 변수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BMI가 낮았고, 흡연정도도 낮았고, 신체활동빈도가 높았다. 음

주빈도가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 교육연한

이 많고, 가구내 동거인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 것으로 응

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17〉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표

구분　 BMI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정도 음주빈도

신체활동
빈도

주간
노동시간

교육연한
가구내 

동거인수

BMI 1 -.164** -.011* -.007 -.038**  .037** -.095** -.072**

주관적 건강수준 -.164** 1 -.067**  .060**  .182**  .012  .219**  .097**

흡연정도 -.011* -.067** 1  .250** -.003  .073** -.044** -.025**

음주빈도 -.007  .060**  .250** 1  .110**  .055**  .098** -.026**

신체활동빈도 -.038**  .182** -.003  .110** 1 -.030**  .168** -.021**

주간노동시간  .037**  .012  .073**  .055** -.030** 1 -.035**  .052**

교육연한 -.095**  .219** -.044**  .098**  .168** -.035** 1 -.040**

가구내 동거인수 -.072**  .097** -.025** -.026** -.021**  .052** -.040** 1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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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위하여 순서형 회귀

분석을 하였다. 국가별로 보았을 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별 수준을 추가하였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

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결혼 상태별로 볼 때 기혼, 사실혼상태의 건강수

준이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별거와 사별은 음의관계이며 유의하였다.

국가별로 순서형 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모든 8개 국가에서 신체

활동빈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하게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

다. 건강수준의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는 비만도 역시 모든 국가에서 주

관적 건강수준과 유의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

다. 비만이 아닌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간노동시간은 상관분석에서는 비만도와 양의 관계가 

있었고 주관적 건강수준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지만 회귀모형에서 양의 

관계가 있었고,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 영국, 독일, 스웨덴 같은 유럽국가

에서 주관적 건강수준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표 7-18〉 건강수준 관련 요인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모델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절편 757.843*** 1875.193*** 5440.402***

국가(한국=0)

미국 -.103*** -.015 .048***

영국 -.441 -.356*** -.293

독일 -.767*** -.706*** -.690***

프랑스 -.6378*** -.507*** -.465***

스웨덴 -.018 .086 .115

일본 -1.005*** -.907*** -.904***

대만 -1.767*** -1.759*** -1.747***

연령(70+=0)

18~29세 1.16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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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표 7-19〉 국가별 주관적 건강수준관련요인 분석결과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30~39세 .855*** .798***

40~49세 .760*** .684***

50~59세 .523*** .443***

60~69세 .373*** .299***

70세이상

남성(여성=0) .132***

결혼상태 (미혼=0)

기혼 .248***

사실혼 .320*

별거 -.359**

이혼 .027

사별 -.177*

미혼

Pseudo R square
(Cox & Snell)

.068 .100 .107

N 11,936 11,913 11,837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절편    2254.927***    1018.405***  1349.330***   3212.821***

연령 .004 -.002 -.031*** -.018***

교육연한 .122** .019 .039** .041***

성별(여자=0)

남자 .215 -.141 -.199 .113

결혼상태(미혼=0)

기혼 및 사실혼 .143 .077 .098 .255*

이혼 및 사별 .170 .159 -.110 -.219

비만도(고도비만=0)

저체중 .869 1.021 1.012 .970**

정상 1.321*** 1.285*** 1.200*** 1.386***

과체중 1.226*** 1.394*** 1.225***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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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

절편   1266.386*** 1287.943 1779.121*** 2209.919***

연령 -.005 -.026*** .005 -.009

교육연한 .043 .034 .005 .056**

성별(여자=0)

남자 .222 -.155 .285* .213**

결혼상태(미혼=0)

기혼 및 사실혼 .317 .139 .198 -.247

이혼 및 사별 .057 .179 .382 -.095

비만도(고도비만=0)

저체중 2.183 1.472** .529*** .860

정상 1.348*** 1.265** .970*** .908*

과체중 1.257*** 1.308** .904*** .997*

비만 .409 1.006** .609*** .625

주간노동시간 .017* .000 -.002 .002

신체활동빈도 .244** .156** .192*** .217***

함께사는 가족수 -.042 .037 .105*

Pseudo R square
(Cox & Snell)

.101 .030 .055 .074

N 587 581 651 866

자료: ISSP (2011) Health Module 재분석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비만 .717*** 1.068*** .615** .863***

주간노동시간 .005 .015* .012* .007

신체활동빈도 .107** .317*** .172** .274***

함께 사는 가족수 .143 .073 .061

Pseudo R square
(Cox & Snell)

.117 .104 .129 .106

N 852 412 58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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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 주관적 건강수준과 객관적 건강수준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정도는 객관적 건강수준의 비

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건강수준

의 더 좋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증가와 더불어 건강수준은 나

짜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지표인 BMI와 비만도를 분석했을 때 

개인의 연령과 비만도는 중요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국가별로 모

았을 때 연령의 영향력이 별로 유의하지 않은 국가가 있었는데, 미국, 영

국, 스웨덴, 대만, 한국 등이었다. 

BMI와 건강행동은 스웨덴과 같은 유럽국가에서 뚜렷한 긍정적인 관련

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만 다른 결과를 보였

는데, BMI수준도 정상적인 범위였으나 건강행동측면에서는 유럽보다 낮

은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는 BMI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개인의 신

체활동수준과 흡연행동 수준 등은 긍정적인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공중보건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강생활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가족형태와 건강수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족형태의 변수는 결혼 상태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미혼의 상태일 때 전반적으로 높았다. 별거, 사

별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미혼

자가 젊은 연령대에 많고, 나이들면서 사별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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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효과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회귀분석모형에서

는 결혼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신중한 해

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함께사는 가족수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수준과 관련된 요인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의 경향은 건강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신체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주관

적 건강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이나 객관적 건

강수준의 지표 모두 사회적 행동패턴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실천과 같이 건강생활실천의 변

수가 공통적으로 건강수준과 밀접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가족형태가 달라지고 생활패턴이 달라져도 건강생활실천

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여건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건

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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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로 인한 편리한 환경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웰빙(well- 

bein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웰빙 중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으로, 안녕감, 안정감 

등으로 표현된다. 

 심리적 웰빙은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

도’로 정의되기도 하고 (Andrews & Robbinson, 1991), ‘안녕(well- 

being)’은 총체적인 감정이며,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행복감’으로 정

의되기도 한다 (McDowell & Newell, 1996). 한편 안녕감, 행복감

(happiness), 삶의 만족도(self-satisfaction)는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

된다 (Fordyce, 1988). 이같은 정의에 따르면,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

는 있으나 심리적 웰빙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삶의 

만족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은 개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

니라 가정 내 성별 분업과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의 여성권한 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와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타 유럽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4). 또한 성역할 인식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성역할 변화와 심리적 웰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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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지는 

반면, 젊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이 학력이 높을수록, 

일하는 여성일수록 더 평등 지향적 인식을 유지한다 (Thornton & 

Freedman, 1979; Morgan & Walker, 1983). 이같은 성역할 인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 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성역할 인식의 차이를 고려한 심리적 웰빙에 관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에 심리적 웰빙과의 관련성이 알려진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성역할 인식을 포함시켜 국제비교 하고, 남성과 여성 각각에

서 성역할 인식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Rogers & Amato(2000)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권력관계에 관하여 

성역할의 가치관을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남성의 역할을 생계

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양

성평등적 가치관은 생계와 가사 역할의 분담, 가정 내 권력의 동등한 분

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생활의 안정도간의 관

련성에 중점을 두었다. 결혼생활의 안정감이란 흔히 행복감과 유사한 개

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결혼생활의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결혼생활의 행복 정도에도 영향을 준다.

성역할과 결혼생활의 안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 왔

다. Becker(1991)에 의하면 전통적인 노동 분업은 부부가 각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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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실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인 성역할에서는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일을, 부인은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반해 평등적 성역할에서는 일하는 부인의 경우 전적으로 남편에게 생계

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남편 역시 음식 준비나 청소와 같은 가사일에 있

어 부인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등적 성역할은 

전통적인 노동분업의 탈피를 의미하고, 이는 안정된 결혼생활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Becker는 결혼생활의 

안정을 다루었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혼생활의 행복 문제로 확대해 해석

할 수 있다. 

Lye & Biblarz(1993)에 의하면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기혼자는 

개인적인 목표를 보다 중시함으로써 결혼생활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덜 

충실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기혼자보다 부부간 

마찰이 더 많고, 그 결과 결혼생활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ppenheimer(1994)는 평등적 성역할은 가정생활의 여러가지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결혼생활에 여러가지 이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일을 하는 부인은 남편의 경제적 부담

을 줄여줄 수 있고, 남편이 음식준비와 청소를 하는 경우도 부인의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평등적 성역할 인식은 결혼생

활에 도움을 주고 부부행복을 증가시킨다.         

성역할 인식과 결혼생활의 행복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

지 않다. Alspach(1982)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들

이 현대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보다 행복하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에서는 이혼 또는 별거할 확률이 



222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ueptow, Guss, & Hyden, 1989). 반면에 성평

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이혼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고, 결혼생

활에 불화가 있으며, 결혼생활 행복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lair,1993). Finlay, Starnes, & Alvarez(1985)에 의하면, 성평등적 가

치관은 여성의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Greenstein 

(1995)은 여성의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생활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Lueptow 등(1989)에 의하면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

진 여성이 현대적, 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에 비해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한정된 것으로, 남성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남

성보다는 여성의 행복에 보다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의 성역할 인식과 결혼생활의 행복감과의 관련성은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여성에서 결혼생활의 

행복감이 큰 반면, 남성에서는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 결혼생활

의 행복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mato & Booth(1995)는 평등적 성

역할 인식을 가진 남편에서 결혼생활의 행복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Affleck, Morgan, & Hayes(1989)에 의하면 진보적 성향의 남학생들은 

전통적 성향의 남학생보다 가정이슈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 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남편이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남편보

다 결혼생활의 행복과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hr & Day, 

1978; Blair, 1993; Lye & Biblarz, 1993).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평등

적 가치관은 낮은 이혼율로 귀결될 수 있다(Kaufman, 2000). 

Kaufman & Taniguchi (2006)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성평등적 태도

(egalitarian gender attitudes)를 가진 기혼자가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기혼자에 비해 결혼생활의 행복도와 부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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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도 해당되며, 특히 남성에게만 뚜

렷이 나타났다. Lueptow 등의 연구(1989)와는 달리 Vannoy & 

Philiber(1992)는 남편의 가치관이 부인의 가치관보다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

진 남편의 경우 결혼생활의 질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erry-Jenkins & Crouter, 1990; Vannoy & Philiber, 1992). 이같

은 결과를 볼 때, 남성에서는 진보적 성별 가치관이 가정생활에 유익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의 결혼생활 행복

도와 부부 만족도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높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성평등적 가치관이 아내의 가치관보다 부부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Ferree(1991), Vannoy & Philliber(1992), Blaisure & Allen(1995), 

Amato & Booth(1995) 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은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나?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심리적 웰빙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고,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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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ISSP 모듈 ‘Family and the Changing Gender 

Roles' 자료를 바탕으로, 총 9개국을 선정하여 이뤄졌다. 대상 9개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영국과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독일, 

프랑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EASS 참여국인 일본, 중국, 대만이 포함되었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문제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8-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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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리적 웰빙’으로, 총 2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에는 ‘주관적 행복도’와 ‘가정생활 만족도’가 포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 If you were to consider your life in 

general, how happy or unhappy would you say you are, on the 

whole? (주관적 행복도) b.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family life? (가정생활 만족도). 두 문항 모두 7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웰빙을 구성하는 주관적 행복도는 ‘행복함’(완전

히 행복, 매우 행복, 행복)을, 가정생활만족도는 ‘만족함’(완전히 만족, 매

우 만족, 만족)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성역할 인식으로 평등적 성역할과 전통적 성역할 인

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a. Both 

should contribute to household income (평등적 성역할 인식) b. 

Men's job earn money. women's job look after home (전통적 성

역할 인식). 두 문항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외  독립변수는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고용여부 등이다(표 8-1 참조). 국가별 차이 

비교 분석을 위해 평균비교 및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성역할 인식 차이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 결과를 odds ratios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coefficients 과 비교해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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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제4절 결과

  1. 응답자 분포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스웨덴은 평등적 성역할 인식이 조사 

대상 9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은 평등적 성역할 인식이 가장 낮은 

구분 변수  정의 측정

종속
변수

심리적 
웰빙

a. 주관적 행복도
If you were to consider your life 
in general, how happy or unhappy 
would you say you are, on the whole?

7점 척도
(completely happy ~ 
completely unhappy)

b. 가정생활 만족도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family life?

7점 척도
(completely satisfied ~ 
completely dissatisfied)

독립
변수

성별 응답자 성 남성, 여성

연령 응답자 연령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결혼상태 응답자의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이혼·별거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고용여부 응답자의 고용여부 취업, 미취업 (현재 기준)

성역할 
인식

a. 평등적 성역할 인식
Both should contribute to household 
income 5점 척도

(strongly agree ~ 
strongly disagree)b. 전통적 성역할 인식

Men's job earn money. women's 
job look afte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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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조사되었다.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중국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평균은 남성이 45.9세, 여성이 54.1세로 여성이 높은 편이며, 남

성은 중국이 52세, 여성은 프랑스가 63.9세로 가장 높았다. 65세이상 인

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으며, 

기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 참여자의 80.5%가 기

혼자였다.

교육수준은 전체 평균이 ‘중졸이하’ 23.3%, ‘고졸’ 33.2%, ‘대학이상’

이 43.5%를 차지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대학이상 학력 소지자가 60%를 

차지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고학력자가 많았다. 고용율은 대만이 

64.3%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39.6%로 가장 낮았다. 

〈표 8-2〉 각국 응답자의 평등적 및 전통적 성역할 인식 비교 

 (평균, SD)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전체

평등적
성역할

평균 3.71
 .94

3.72
 .95

4.06
 .97

4.27
 .92

4.33
 .77

3.31
1.26

4.01
 .74

3.91
 .84

3.84
 .99

3.91
 .93SD

전통적
성역할

평균 2.49
1.12

2.33
1.04

2.14
1.21

1.87
1.15

1.66
 .92

2.44
1.34

3.17
1.04

2.92
1.15

2.95
1.30

2.44
1.15SD

   주: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강력하게 동의함(5점)으로 구성됨.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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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각국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주: 고용상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함.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전체 1,253 900 1,687 2,191 993

성  
  남성
  여성

45.3
54.7

45.4
54.6

48.7
51.3

36.1
63.9

45.7
54.3

연령(Mean±SD)   47.31±7.64     52.20±17.75    49.95±17.75   51.04±16.80    51.53±16.73

  18~24세            9.4           6.0          9.5          5.4           6.9
  25~34세           19.0          13.2         12.7         14.4          13.0
  35~44세           19.2          17.2         16.4         16.3          15.0
  45~54세           17.3          16.6         20.5         18.6          19.7
  55~64세           15.5          17.1         17.5         19.8          17.5
  65세이상           19.6          29.8         23.3         25.5          27.8

결혼상태

  미혼               27.3          25.0         27.7         20.8          28.4
  기혼               46.0          48.3         56.4         59.4          55.1
  사별                7.9           9.9          6.7          7.2           5.3
  이혼·별거          18.8          16.8          9.2         12.6          11.2

교육수준

  중졸이하             6.7           5.8         22.0          11.2         15.8
  고졸               36.9          55.0         37.5          28.8         30.8
  대학이상           56.5          39.2         40.4          60.0         53.4

고용상태

  취업               58.6          50.9         57.9          56.8         63.0
  미취업             41.4          49.1         42.1          43.2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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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계속 
(단위: %)

   주: 고용상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함.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구분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전체   

전체                  1,169         5,914        2,063      1,396      17,566

성 

  남성                 44.6          52          50.8        44.2        45.9
  여성                 55.4          48          49.2        55.8        54.1

연령(Mean±SD)    50.38±18.31    48.86±16.07  45.89±17.30  50.62±18.20  49.30±17.21

  18~24세              6.3          7.0         10.1        10.5         7.9
  25~34세             11.9         14.5         18.5        12.7        14.4
  35~44세             18.5         20.8         18.1        17.6        17.7
  45~54세             16.6         19.9         18.4        19.3        18.5
  55~64세             18.4         20.1         16.2        15.6        17.5
  65세이상             28.3         17.8         18.7        24.3        23.9

결혼상태

  미혼                 22.5          8.4         29.4        20.3        23.3
  기혼                 66.5         80.5         58.0        59.8        58.9
  사별                  6.2          8.8          8.5        14.9         8.4
  이혼·별거              4.8          2.3          4.1         5.0         9.4

교육수준

  중졸이하             15.8         65.4         32.4        33.8        23.2
  고졸                 37.8         18.9         24.5        28.9        33.2
  대학이상             46.4         15.7         43.0        37.2        43.5

고용상태

  취업                 62.5         39.6         64.3        54.2        56.4
  미취업               37.5         60.4         35.7        45.8        43.6



230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그림 8-2〕 평등적 성역할 인식 분포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적 성역할 인식이 높음) /  F=161.58***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8-3〕 전통적 성역할 인식 분포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높음) /  F=420.73***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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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리적 웰빙 항목 비교

다음은 심리적 웰빙을 구성하는 항목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심

리적 웰빙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항목인 주관적 행복도는 ‘완전히 행복하

다’와 ‘매우 행복하다’ ‘행복하다’를 합쳐 ‘행복함’으로 정의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의 전체 평균은 81.3%였고, 미국이 89.5%로 가장 높은 수준을, 

한국이 62.6%로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보였다. 두 번째 항목인 가정생

활 만족도는 ‘완전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를 합쳐 ‘만족

함’으로 정의하였고, 전체 평균은 83.3%였다. 영국이 91%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주관적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사대

상 국가 중 가장 낮은 65.3%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기록했다.

〈표 8-4〉 국가별 주관적 행복도 비교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전체

완벽히 행복함 11.4 12.8 6.3 10.9 6.8 11.8 9.4 9.6 11.0 10.0

매우 행복함 44.2 34.1 30.6 20.3 36.6 28.5 23.3 27.8 12.8 28.7

보통 행복함 33.9 40.3 49.3 51.1 37.3 40.7 44.8 47.2 38.8 42.6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음

6.1 8.1 11.9 14.9 15.2 12.6 15.1 4.8 28.9 13.1

보통 불행함 2.7 2.8 1.5 2.4 3.2 4.0 5.3 8.0 6.2 4.0

매우 불행함 1.3 1.2 0.3 0.3 0.9 1.7 1.4 2.1 1.3 1.2

완벽히 불행함 0.4  0.7 0.1 0.1 0 0.7 0.8 0.3 1.0 0.5

행복함(완벽히 
행복함 ~ 보통 
행복함)

89.5 87.2 86.2 82.3 80.7 81.0 77.5 84.6 62.6 81.3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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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국가별 가정생활 만족도 비교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전체

완벽히 만족함 20.0 20.6 15.1 19.0 18.2 9.9 8.7 13.1 10.5 15.0

매우 만족함 43.3 40.0 40.7 23.9 38.1 24.2 23.4 34.7 17.4 31.7

보통 만족함 25.2 30.4 33.6 40.7 27.6 42.3 50.2 42.2 37.4 36.6

만족하지도 불만족 
하지도 않음

5.7 5.3 7.6 9.1 9.0 12.5 11.7 4.1 23.4 9.8

보통 불만족함 3.3 2.6 2.6 5.5 5.1 7.1 4.8 4.6 8.7 4.9

매우 불만족함 1.8 0.8 0.2 1.0 1.6 2.7 0.7 0.9 1.8 1.3

완벽히 불만족함 0.7 0.3 0.2 0.7 0.4 1.4 0.5 0.4 0.8 0.6

만족함(완벽히 
만족함 ~ 보통 
만족함)

88.5 91.0 89.4 83.6 83.9 76.4 82.3 90.0 65.3 83.3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8-4〕 국가별 주관적 행복도 중 ‘행복감’ 분포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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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국가별 가정생활 만족도 중 ‘만족함’ 분포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3.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한 결과는 <표 8-6>과 <표 8-7>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웰빙의 구성 항

목인 행복감과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한 성역할 인식간의 관련성은 스웨

덴 남성과 대만 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스웨덴 남성의 경우, 가지지 않은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행복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대만 남성

은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갖지 않은 남성에 비해 약 1.5배 정도 행복감이 

높았다. 대만 남성의 경우, 평등적 성역할 인식은 심리적 웰빙의 두 번째 

구성 항목인 가정생활 만족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대만 남성은 가지지 않은 남성에 비해 2배 이

상 가정생활의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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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전통적 성역할 인식과 주관적 행복도 중 ‘행복감’ 비교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그림 8-7〕 평등적 성역할 인식과 주관적 행복도 중 ‘행복감’ 비교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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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평등적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 중 ‘만족감’ 비교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조사대상국 남녀 모두의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먼저 행복감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고용

상태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나라별로는 다소 상이하

게 나타났다. 일본 남성의 경우, 연령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은 낮아졌다. 

결혼 상태는 대체로 미혼에 비해 기혼이 남녀 모두에서 행복감이 높게 나

타났다. 다만 사별한 프랑스 남성과 사별한 스웨덴 여성의 경우 미혼에 

비해 약 3배 정도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은 영국

과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서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남녀 모두에서 행복감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중국의 남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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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표 8-6〉 계속

구분
미국 영국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1,217    551    666    870    396    474

성(남성=0)  
  여성   1.42   1.61*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0.65
  0.78
  0.82
  0.80
  0.85

  0.69
  0.85
  0.80
  0.74
  1.01

  0.60
  0.68
  0.81
  0.92
  0.71

  0.96
  0.70
  0.87
  0.77
  0.58

  0.52
  0.72
  0.60
  0.94
  0.59

  2.09
  1.87
  1.76
  4.41
  2.44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1.77*
  1.14 
  0.64 

  2.34*
  4.64 
  0.62 

  1.25
  0.73
  0.60

  2.50**
  0.89  
  0.78  

  2.10*
  1.07 
  0.65

  3.29**
  0.99
  0.96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2.08*  
  3.77***

  3.12* 
  5.70**

  1.36
  2.51

  0.55
  0.86

  0.97
  1.05

  0.23
  0.53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88**   1.79*   1.97*   1.06   1.06   1.14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0.70   0.87   0.59   0.82   0.65   0.98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1.32   1.46   1.12   0.97   0.77   1.29

   x2      
-2 Log 우도 

 54.18***
747.13  

 35.18**
352.46  

 25.78**
386.66

 32.99**
631.29

 15.62 
314.27

 24.61*
307.47

구분
독일 프랑스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1,599      778      821    2,146      778    1,368

성(남성=0)  
여성     0.90     1.11*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1.26 
    1.55 
    0.85 
    0.60 
    0.90 

    1.09
    0.96
    0.86
    0.44
    0.90

    1.35
    2.39
    0.82
    0.76
    0.88

    1.14
    1.45
    1.38
    1.18
    1.21

    1.02
    0.77
    0.82
    0.90
    0.99

    1.23
    2.13*
    1.89
    1.37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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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표 8-6〉 계속

구분
독일 프랑스

Total 남 여 Total 남 여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1.95***
    2.25** 
    0.66   

    2.52***
    1.69   
    0.54  

    1.55 
    2.32 
    0.71

    2.30***
    1.52  
    0.65*  

    3.94***
    3.77*  
    0.94   

    1.57*
    1.03
    0.48**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0.94 
    1.72**

    1.03
    1.78

    0.86
    1.65

    0.93 
    1.86**

    1.07 
    2.08*

    0.90
    1.84*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27     1.57     1.02     1.10     1.11     1.08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0.95     0.80     1.09     0.86     1.02     0.72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0.75     0.70     0.76     0.96     0.99     0.91

   x2      
-2 Log 우도 

   61.72*** 
 1211.90  

   45.96***
  554.73 

   27.56*
  644.83

  112.94***
 1903.35 

   59.06***
  692.20 

   72.41***
 1191.99

구분
스웨덴 일본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973      441      532    1,104      487      617

성(남성=0)  
여성     0.94     1.30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0.91
    0.91
    0.96
    0.88
    0.79

    0.53
    0.69
    0.95
    0.53
    1.12

    1.28
    1.09
    0.90
    1.54
    0.62

    0.47  
    0.36*
    0.40*
    0.50  
    0.38*

    0.43 
    0.24*
    0.51 
    0.58 
    0.31 

    0.53
    0.52
    0.35
    0.45
    0.46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1.25   
    3.35***
    1.80   

    2.52**
    1.69  
    0.54 

    1.61  
    2.98**
    2.47  

    2.29***
    1.27    
    0.59    

    3.76***
    0.65   
    0.43    

    1.33
    1.05
    0.71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0.50**
    0.56**

    0.40* 
    0.38**

    0.64
    0.87

    0.81
    1.27

    1.01
    1.28

    0.67
    1.20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0.93     1.01     0.82     1.04     1.15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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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표 8-6〉 계속

   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구분
스웨덴 일본

Total 남 여 Total 남 여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1.41     1.07     1.86     0.91     1.02     0.81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2.32*     3.24**     1.19     1.19     1.64     0.99

   x2      
-2 Log 우도 

   59.15***
  897.05 

   54.23***
  389.33

   25.13*
  486.13

   52.50***
 1018.88 

   59.74***
  440.14 

   13.55
  555.65

구분
중국 대만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5,839    3,032    2,807    2,041    1,035    1,006

성(남성=0)  
여성     1.08     1.19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1.05
    1.04
    1.20
    1.01
    1.02

    1.11
    1.05
    1.10
    1.16
    0.93

    0.96
    1.02
    1.34
    0.87
    1.14

    0.99
    0.99
    1.27
    0.97
    0.86

    0.71
    0.69
    0.93
    0.84
    0.62

    1.39
    1.42
    1.69
    1.12
    1.20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1.96***
    1.40* 
    0.34** 

    2.60***
    2.17**
    0.39***

    1.61  
    2.98**
    2.47  

    2.29**
    1.27  
    0.59  

    1.03
    1.26
    0.44*

    1.29
    0.93
    1.04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1.31** 
    1.79***

    1.18  
    1.80***

    1.45**
    1.70**

    1.57** 
    2.28***

    1.78* 
    2.39***

    1.33
    2.23**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04     1.27*     0.77*     1.28     1.41     1.15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1.06     0.98     1.20     1.48*     1.49*     1.52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0.99     1.03     0.96     0.96     1.01     0.88

   x2      
-2 Log 우도 

  159.23*** 
 6060.19 

  129.14*** 
 3135.32  

   65.43***
 2888.73 

   55.68***
 1689.98 

   34.83***
  869.96 

   27.73**
  8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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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생활 만족도간의 관련성은 교육수준과 고용

상태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가정생활의 만족감간

의 유의한 관련성은 미국, 중국, 대만의 남녀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였고, 

현재 취업 여부와의 관련성은 주로 남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미

국, 독일, 중국 남성에서 현재 취업 상태가 미취업 상태에 비해 가정생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9〕 국가별 주관적 행복도 중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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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표 8-7〉 계속

구분
미국 영국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1,217      551      666      870      396     474

성(남성=0)  
여성     1.71     1.36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0.86
    1.03
    0.98
    0.83
    0.95

    0.82
    1.01
    0.95
    1.30
    1.11

    0.81
    0.91
    0.91
    0.50
    0.75

    2.88
    1.90
    1.86
    1.23
    1.91

    3.73
    1.49
    1.86
    0.70
    1.11

    2.46
    2.23
    1.75
    1.89
    2.89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5.88**
    1.57  
    0.87  

    6.80***
    4.05   
    0.87   

    5.15***
    1.07 
    0.81

    2.62**
    0.95  
    0.87  

    3.10*
    0.54 
    0.60 

    2.05
    1.17
    1.21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2.54*
    2.20*

    3.52*
    2.70 

    1.85
    1.81

    0.80
    0.73

    0.45
    0.43

    0.99
    0.91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70**     1.91*     1.43     1.51     1.39     1.70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0.94     0.95     0.99     1.24     1.46     1.00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1.60     1.31     1.93     1.63     0.96     3.32

   x2      
-2 Log 우도 

   92.12***
  768.42 

   56.63***
  381.81 

   37.43***
  379.54 

   25.67* 
  499.36 

   23.51*
  222.34

   12.50
  266.55

구분
독일 프랑스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1,599      778      821    2,146     778    1,368

성(남성=0)  
여성     0.89     1.09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1.26
    1.51
    1.05
    0.95
    0.61

    1.99
    0.54
    1.11
    0.69
    0.98

    1.17
    2.31
    0.80
    0.53
    0.54

    0.59
    1.03
    0.90
    0.64
    0.78

    0.31*
    0.54 
    0.41 
    0.33*
    0.48 

    0.77
    1.33
    1.34
    0.84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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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표 8-7〉 계속

구분
독일 프랑스

Total 남 여 Total 남 여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4.52***
    2.17*  
    0.78   

    6.54*** 
    1.38   
    0.39**  

    3.73***
    2.58*  
    1.26   

    3.88***
    1.42  
    0.69* 

    6.67***
    1.92   
    0.60  

    2.90***
    1.30
    0.71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0.69
    0.97

    0.65
    1.15

    0.70
    0.87

    0.83
    1.23

    1.25
    1.52

    0.71
    1.12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51*     2.12**     1.08     1.13     0.75     1.38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1.21     0.96     1.41     0.90     0.95     0.81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0.89     0.63     1.22     1.02     0.76     1.18

   x2      
-2 Log 우도 

   97.25***
  994.54  

   85.95***
  420.76 

   44.61***
  539.63

  166.89*** 
 1761.55 

  107.89***
  594.26 

   81.07***
 1145.21

구분
스웨덴 일본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973      441      532    1,104      487      617

성(남성=0)  
여성     0.83     0.83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1.26
    1.51
    1.05
    0.95
    0.61

    1.57
    1.53
    1.88
    0.89
    1.80

    2.43
    1.46
    1.02
    1.44
    1.02

    0.65
    0.59
    0.61
    0.56
    0.56

    0.77
    0.52
    0.86
    0.85
    0.73

    0.65
    0.68
    0.55
    0.45
    0.51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3.62***
    1.11   
    0.83   

    1.06   
    6.18***
    1.32   

    1.34   
    3.37***
    1.34   

    2.25***
    1.48   
    0.60   

    4.60***
    0.59   
    0.50   

    1.24
    1.25
    0.64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0.78
    0.86

    1.62
    0.75

    0.99
    1.16

    0.83
    1.09

    1.17
    0.96

    0.69
    1.11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21     0.69     0.89     1.02     1.47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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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표 8-7〉 계속

   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구분
스웨덴 일본

Total 남 여 Total 남 여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0.99     0.92     1.07     0.90     0.86     0.91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0.59     2.09     1.12     1.15     1.34     1.08

   x2      
-2 Log 우도 

   63.35***
  799.90  

   48.75***
  312.97  

   23.77* 
  475.48 

   46.23***
 1161.35

   63.06***
  447.25 

   15.73
  679.83

구분
중국 대만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5,839    3,032    2,807    2,041    1,035    1,006

성(남성=0)  
여성     1.01     0.74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0.90
    1.06
    1.13
    1.10
    1.01

    0.87
    1.05
    0.97
    1.23
    0.89

    0.92
    1.07
    1.34
    0.99
    1.13

    0.75
    0.79
    1.07
    0.86
    0.70

    1.12
    0.99
    1.80
    1.40
    1.02

    0.49
    0.60
    0.66
    0.56
    0.48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2.16***
    1.10
    0.29*  

    2.87***
    1.80* 
    0.34***

    1.18  
    0.53* 
    0.19***

    1.98***
    1.33   
    0.68   

    2.35**
    1.86  
    0.51 

    1.66
    1.03
    0.92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1.39** 
    2.21***

    1.29  
    2.40***

    1.51** 
    1.96***

    1.71** 
    2.78***

    2.51** 
    3.28***

    1.23
    2.31**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25**     1.63***     0.87     1.35     1.56     1.20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1.10     1.12     1.13     1.78**     2.06**     1.61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1.11     1.16     1.06     1.25     1.27     1.20

   x2      
-2 Log 우도 

  236.94*** 
 5200.65   

  176.88*** 
 2611.46  

   95.05***
 2553.60 

   62.67***
 1255.06

   42.90***
  549.65

   22.80*
  6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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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

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주관적 행복감과 가정생활 만족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과 여성에서 중졸이하 학력 소지자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과 가정생

활 만족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8-10〕 국가별 가정생활 만족도 중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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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한국 남녀의 주관적 행복도와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 수치는 Odds ratio임. *P < 0.05     **P < 0.01     ***P < 0.001
자료: ISSP(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Module. 원데이타 분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성역할 인식이 심리적 웰빙, 즉 주관적 행복감과 가정생

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스웨덴, 대만에 국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비해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

성들은 연구 대상 9개국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구분
행복함 가정생활 만족감

Total 남 여 Total 남 여

  N    1,389      613      776    1,389      613      776

성(남성=0)  
여성     0.99     0.87

연령(18~24세=0)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0.95
    1.17
    0.92
    1.09
    1.18

    1.31
    1.79
    0.85
    1.50
    1.60

    0.83
    0.93
    1.09
    0.93
    1.01

    0.71
    1.09
    0.90
    1.19
    0.86

    0.72
    1.48
    0.90
    1.17
    0.81

    0.76
    0.98
    0.94
    1.27
    0.97

결혼상태(미혼=0)
  기혼        
  사별        
  이혼·별거    

    2.23***
    1.36
    0.83

    2.15**
    0.69 
    0.32* 

    2.90**
    2.10* 
    1.99  

    2.47***
    1.22    
    0.79    

    2.66***
    0.81  
    0.39*  

    2.39***
    1.33
    1.44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대학이상   

    1.88***
    4.43***

    2.08**
    4.26**

    1.87**
    5.37**

    1.62**  
    3.71***

    1.83*
    3.86***

    1.55*
    3.73***

고용상태(미취업=0)
  취업           1.01     0.99     0.98     1.24     1.40     1.11

평등적(안가짐=0)
성역할          1.09     0.98     1.21     0.95     1.08     0.85

전통적(안가짐=0)
성역할        0.81     0.87     0.75     1.01      1.05     0.95

   x2      
-2 Log 우도 

  146.56***
 1691.39 

   80.46***
  712.63 

   83.22***
  958.47  

  148.03***
 1646.65 

   79.19***
  671.59 

   71.35***
  9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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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의 관련성은 실제로 성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상의 결과들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스웨덴 남성이 가지지 않은 남성에 비해 

3배이상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북유럽권 국가 대부분은 성평

등지수가 높고, 행복지수와 소득수준, 출산률 등이 모두 높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전세계 142개국 중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1위,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

velopment Index, GDI) 5위를 기록했다 (이헌근, 2010; Klasen & 

Schüler, 2011). 한편,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

는 동아시아 국가 중 대만의 경우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에서 

주관적 행복도와 가정생활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세기 들어 대만

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국가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여성의 교육수

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부장적인 성역

할 인식이 쇠퇴하고, 가정내 평등적 성역할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Xu & 

Lai, 2004). 

이밖에 9개국 중 유일하게 일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성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노인 인구는 2014넌 기준 전체 인구

의 25.9%를 차지해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로 꼽힌다. 향후 일본의 중장년 

및 노년인구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때 연령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의 국가의 기혼 남녀 

모두에서 주관적 행복도와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프랑스 

남성과 스웨덴 여성에서 사별한 경우 미혼에 비해 약 3배 정도 주관적 행

복감이 높았다.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은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대학이상의 고학력자가 남녀 모두에서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용상태는 현재 취업해 있는 경우 미취업 상태에 비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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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중국 남녀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평등적 또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심리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

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지표로 보는 한국의 남녀평등 수준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남녀평등지

수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142개국 중 117위에 불과했고, 이는 인

도(114위), 네팔(112위)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4). 성역할 인식 보다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이 뚜렷

했는데, 특히 대학이상의 교육수준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이 조사 대상 

9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

된 직장을 얻을수 있어 주관적인 행복감과 가정생활 만족감과 같은 심리

적 웰빙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밖에 결혼 상태는 여타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미혼에 비해 기혼의 경우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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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2009년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가 간 공정성을 비교하고, 2009년 

KGSS와 2014년 KGSS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5년간 공정성에 대한인식

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0세기말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된 신경제와 성찰적민주화는 가족

생활을 포함한 전통적인 생활방식들을 방해하고 기존의 정체성을 변질시

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신경제는 모든 것을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전

환시킨다. 이러한 상품화는 서비스와 재화를 구입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돈은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 구매하는 과정에

서의 주된 기제(mechanism)이다.  돈이 많은 부자는 주로 (피지배 위치

의) 빈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지배) 위치에 놓

인다. 상품화를 제한하는 구역이 많았던 곳일수록, 신경제가 기존의 일상

생활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그 결과 ‘무언가가 잘못되었

다는 인식’ 즉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발달하

였다(맥팔레인, 2014).  즉 상품화의 구획화 수준이 가장 낮은 문화에서 

발달하였다. 상품화를 제한하는 것은 문화, 특히 가족과 같은 시민시회와 

국가이다(Wolfe, 1989; 왈저, 1999). 요컨대 상품화를 제한하였던 문화

(특히 가족주의 문화) 혹은 국가체제를 지녔던 국가들은, 상품화를 제한

사회의 공정성 국제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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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화가 잘 발달된 복지국가 혹은 상품화에 대한 자동적인 기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개인주의 문화의 국가들 비해, 낮은 사회적 공정성(social 

justice)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최근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침체

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통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잘 발달된 시장경제형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독일) 9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영

국은 맬서스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혹은 자

조)형 복지체제를 발전시킨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국가의 의무를 중시하

는 사회주의형 복지 체제를 발전시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2009년과 2014년 KGSS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외환위기 이

후 신경제와 성찰적 근대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5

년간 공정성 혹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분배적 차원에

서 규정한다(이양수, 2007; 샌덜, 2010). 그린버그(Greenberg, 1982)

는 정의 혹은 공정성(justice)을 ‘수령자에게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서 기

준적인 규칙의 적용’으로 규정한다. 개인, 조직  혹은 집단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자원이나 보상의 분배가 지정된 규칙에 상응한다면, 그 분배는 공

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규칙은 치우침이 없을뿐더러 사회적 합의에 의

해 성립되어야 한다(Jackson, Sullivan and Gardner, 1992; 임영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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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2011). 웨이드(Wade, 2007)는 사회적 정의를 “사회적 부와 권력의 

공정한 분배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무례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개선에 목표를 두는 것”으로, 보살핌(care)과 공정성(fairness)을 핵심적 

특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렇지만 정의의 규정은 세 가지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난다(샌덜, 2010). 

첫 번째 접근 방식은 행복의 극대화를 논의하는 시장중심방식이며, 대표

적인 것은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자유, 즉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독일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Immauel kan)와 칸트의 사상을 계승한 『자유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John Rawls)이다. 세 번째 접근방

식은 미덕 혹은 좋은 삶을 중시하는 공동체 이론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 알래스데이 매킨타이어(Alasdair 

Macclntyre), 마이클 샌덜(Michael Sandel) 등이 있다.

공리주의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칙에 기초한다. 벤담에게 

올바른 행위 즉 도덕적 행위란 반드시 행복의 극대화, ‘공리(公利)’를 전제

로 한다. 게다가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화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합리적

인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  

도덕적 선택이 객관적인 과학에 의해 결정된다는 공리주의 이데올로기

는 오늘날 경제학에서 핵심적인 논리적 사고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테면, 

정책결정에 있어 두 개의 사안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  

각각 사안에 대해 편익계산을 하면 된다. 편익계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계산방식에 - 특히 경제학에서 선호하는 - 근거하

여 정의를 판단하는 데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모든 도

덕적 행위를 단일통화(즉 돈)로 치환함으로써 그것으로 판단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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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간과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시장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기적인 개인은 자

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이해를 극대화한다.  공리주의 접

근방식은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하나는 결과지상주의이다. 다

른 하나는 하나의 잣대로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질을 무시한다. 다

른 하나는 행복의 극대화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과정을 소홀히 

한다. 그 결과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원

칙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특히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나라들, 이를테

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여전히 도덕적 선택 즉 정의의 판단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그 사회의 부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의 공리 혹은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 여기서 개인의 자율성은 주(主)가 아니라 부(副)

이며, 공리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반대로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와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  자유지상주의의 입장

에서 보면, 개인의 자율성은 개인이 타고난 권리이기에 그 자체로 중요하

지, 공리를 위한 수단이기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최소국가를 지양한다. 최소국가는 사회계약을 집행하

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만약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면 부도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심지어 부자들

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배분배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그것은 부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할 일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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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강압행위로 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적 사고와 자유지상주의에 근거한 도덕적 사고는 개인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에서 잘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특

히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 주의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상당부분 자유지상주의자인 프리드리

히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사회주의적 정의

론 입장이다. 이는 시장경제 국가보다 복지국가가 선호하는 도덕 혹은 사

회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부를 키우는 데는 

일익을 담당했지만, 그 부의 분배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공격한

다. 롤스는 부의 성장보다 부의 분배를 더 중시하며 불평등 해소에 초점

을 맞춘다(이양수, 2007: 66, pp.108~113).

공리주의는, 특히 시장경제와 결합하여, 사회의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성장지상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 혹은 시장경제주의자들은 

흔히 부의 성장은 개인에게 돌아갈 몫은 커진다고 주장한다. 성장한 부가 

각 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분배가 정의롭지 않

다면, 성장한 부는 하류층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류층에 축적되어 사회의 

양극화 혹은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의 

딜레마에서의 탈출구를 제시하고자 했다. 

롤스는 공리주의와 반대로, 정치적 자유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중시한

다(이양수, 2007: 101). 그는 칸트의 입장에 따라 사회의 이득을 위해 개

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샌덜, 2010). 롤스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

는 사회협동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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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

는 방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롤스에게 “정의는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협력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양수 2007: 

103)”이다. 그런데 사회의 양극화 혹은 심한 불평등은 이러한 정치적 자

유와 사회협력 간의 조화를 파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롤스는 자유와 평

등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롤스는 ‘차등원칙’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에서의 가장 약자에게 혜택

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차등

원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회협동

을 진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모두가 상호호

혜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장려한다(이양수, 2007: 125). 따라서 독일과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성장보다 분배를, 그리고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을 더 중시할 것이라 가정된다.

원칙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롤스와 달리 마이클 왈쩌, 알래

스데이 매킨타이어와 마이클 샌달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좋음

(good)’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추상적인 원칙을 중시하는 자유

주의자와는 달리, 정의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

이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삶이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정의로운 

행위라 간주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추상적 원칙

을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에서의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는 전통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미

덕으로 간주하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다 주는 행위와 태도를 정의로 간주

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는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텔로스

(telos)’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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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를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이클 왈저(1999)의 정의관은 특정 사

회적 재화가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여타의 사회적 재화도 획

득하게 되는 ‘사회적 연금술’에 초점을 맞춘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돈만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그 밖에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주

목한다. 돈이 지배적인 재화로 등장함에 따라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다

른 재화가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대사회(특히 신경제 

사회)를 비판하였다(문성훈, 2013).   

개인이 특정 사회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혹은 공정한가의 문제는 그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그 의미가 규정된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

가의 문제(문성훈, 2013: 400)”라 할 수 있다. 왈저(1999)는 단순평등과 

‘다원적 평등’을 구별한다. 단순평등은 하나의 사회적 재화가 똑같이 분

배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다원적 평등은 지배적 재화가 부재한 상화에서 

개개인이 서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개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추구가 다양하다면, 이를테면 갑은 돈을 을은 

권력을 병은 명예를 정은 사회봉사라는 사회적 재화를 추구한다면, 타인

들을 지배하고 예속하는 지배적 재화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지배

적인 위치에 있지 않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재화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개개인은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은 

그 공동체의 문화, 시민사회의 특성에 관련된다.  

그러나 신경제는 이러한 다원적 평등을 방해하고, 화폐란 사회적 재화

를 지배적 재화로 만들고, 기존의 다른 사회적 재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았던 개인들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불공정성의 인식을 심어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본주의를 형성시킨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느끼는 공정성의 인식이 다른 가족 문화를 가진 나라들과 어떻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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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신경제 이데올로기가 

확산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5년간 공정성의 심

화정도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심화과정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이 장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리주의와 자유지

상주의 도덕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되는 시장경제형 국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및 평등을 중시하는 도덕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주의형 복지

국가,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서구의 이데올로기들을 받

아 상당부분 변했지만 여전히 공동체주의가 남아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동

아시아 국가들이 공정성 혹은 정의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분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세기 들어 신자본주의(new-capitalism)과 

서구의 개인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5년간 공정석 혹

은 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가치

관이 성별 및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와 2014년 한국종합실태조

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를 사용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해 추출된 나라는 9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공리주의와 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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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를 지닌 시장경제형 국가로, 독일과 스웨덴을 사회주의형 복지국

가로, 프랑스는 그 중간으로, 그리고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은 공동체주

의 국가로 가정한다.  동아시아 국가는 다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대만으로 이분하였다.

   

  2. 연구 모형

이 연구는 국제간 공정성 인식에 대한 비교 및 지난 5년간 공정성 인식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통계분석은 주로 기술통계 분석을 행할 것

이다. 첫째, 국제간 비교분석은 빈도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논의할 것이

다. 둘째, 2009년과 2014년 공정성 인식들에 대한 변동은 두 자료에서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분석

은 2009년과 2014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제4절 결과

  1. 국가별 공정성 비교 분석

먼저 인생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표 

9-1 참조). 부유한 집안출신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평

가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는 중국이 가장 높게, 스웨덴 일본 대만이 낮

게 나타났다. 중국은 1940년대 말 국가 수립이후 모택동 정부가 가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는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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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개인의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은 집

안의 부는 중시되는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덜 중시된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본주의 확산으로 인해 돈 혹은 경제적 

요인이 개인의 성공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추세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녀의 성공에서도 부모의 부가 교육수준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놀랍게도 일본과 대만은 한국과 중국과는 다

른 특성을 보인다. 오히려 서구와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표 9-1〉 국가별 인생의 성공에서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정도 비교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대체로 중요',  4. '매우중요', 5. '절대적으로 중요' 
자료: ISSP (2009) 원데이타

개인이 능력을 나타내는 문항들, 본인의 학력, 야망, 근면에서도 가족

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자신의 교육수준은 

미국, 독일, 중국이 높은 수준을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야망에서는 미국, 스웨덴, 중국과 대만이 높은 수준을 프랑스

와 일본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근면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대만, 한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부유한 집안출신 2.86 2.37 2.92 2.29 2.47 2.55 3.83 2.89 3.38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 3.40 3.08 3.42 3.38 2.78 2.71 4.10 2.91 3.25

자신의 좋은 학력 4.16 3.93 4.22 3.86 3.69 3.27 4.31 3.67 3.61

야망을 갖는 것 4.30 3.91 3.95 3.76 4.07 3.37 4.04 4.12 3.91

열심히 일하는 것 4.38 4.12 3.82 3.62 3.91 3.84 4.19 4.32 4.29

좋은 사람을 아는 것 3.42 3.14 3.75 2.80 3.30 2.58 4.08 3.98 4.06

정치적 연고 2.62 2.05 2.47 1.91 2.05 2.26 3.56 2.66 2.86

뇌물을 주는 것 1.41 1.29 1.48 1.41 1.25 1.50 2.60 1.94 2.05

성별 2.04 1.87 2.18 1.87 2.13 1.81 2.60 1.78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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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높은 수준을 독일과 프랑스가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나 사회주의보다 인맥 혹은 개인의 연결망이 더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간주된다.  좋은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대

만과 한국이 높은 수준을, 프랑스와 일본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정치적 

연고에는 중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그리고 한국, 대만, 미국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뇌물에 대해

서는 중국과 한국이 높이 평가한 반면 영국과 스웨덴이 낮게 평가했다.

남성 혹은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높게, 한국과 독일이 그 다

음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놀랍게도 대만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이외의 무엇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9-2>는 소득격차와 빈민에 대한 도움 등에 관해 국가별 비교한 것

이다.  소득격차가 크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대

만, 한국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온 반면, 미국이 가장 낮고, 영국과 스웨덴

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있다는 진술

에는 프랑스, 중국 한국이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즉 한국, 중국 프랑스 등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이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반면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으며, 소득 격차의 해소를 정부의 책임으로 보

는 경향도 낮다.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일본과 대만은 소득격차가 크다

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그것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지는 않는다.

정부가 실업자의 최소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 

스웨덴과 한국이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과 영국

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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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중국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놀랍다.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세금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일본과 프랑스가 그 다음으로 높

은 찬성률을 보이지만, 미국, 영국, 스웨덴 중국이 낮은 찬성률을 보인다. 

오늘날 고소득자의 세금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영국과 

스웨덴 응답자들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프랑스, 대만 한국은 낮

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건강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영국과 중국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독일, 프랑스와 스웨덴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다. 일본, 

대만 한국은 중간 수준의 동의율을 보인다.

〈표 9-2〉 국가별 양극화 인식 정도

   주: ‘소득격차가 너무 큼’부터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는 1. '매우반대 ', 2. '다소반대',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찬성', 5. '매우찬성' . '고소득자 세금의 비율 저소득자의 세금비율보다 
높아야 낮아야'는 1. '매우 낮아야, 2. '낮아야,' 3. '같아야', 4. '높아야,' 5. '훨씬 높아야'. '당
신의 국가는 고소득자 세금의 비율이 저소득자의 세금비율보다 높은가'는 1. '매우 낮다, ' 2. 
'낮다', 3. '적당하다', 4. '높음', 5. '매우 높음', ‘보다 좋은 건강보험’과 ‘자녀교육’은 1. '매우 
정당하지 않다',  2. '정당하지 않다', 3. '적당도 부적당도 하지 않다', 4. '정당', 5. '매우 정당’

자료: ISSP (2009) 원데이타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소득격차가 너무 큼 3.76 3.97 4.37 4.56 3.93 4.11 4.27 4.29 4.32

정부는 소득격차 줄여야 2.69 3.56 3.68 4.15 3.54 3.54 4.03 3.60 3.91

정부는 실업자 최소 
생계 책임

3.15 3.40 3.60 3.83 4.00 3.89 4.13 3.77 4.08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 2.41 2.51 2.07 2.90 2.13 2.02 3.23 2.09 1.91

고소득자의 세금비율 
저소득층보다 높아야

3.80 3.97 4.12 4.24 3.90 4.20 3.91 4.10 4.41

고소득자 대 저소득자 
세금 비율

2.71 2.85 2.53 2.30 2.72 2.45 2.59 2.24 2.11

보다 좋은 건강보험 2.76 3.13 2.11 1.67 2.08 2.69 3.61 2.86 2.50

자녀교육 2.83 3.08 2.05 1.98 2.05 2.82 3.71 3.4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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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양질의 자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서는  영국, 중국과 대만이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반면, 독일 프랑스 스

웨덴이 낮은 동의비율을 보인다. 미국, 일본 한국은 중간 수준의 동의율

을 보인다.

<표 9-3>은 사회집단 간의 갈등을 국가별로 분석한 것이다. 가난한 자

와 부자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했고 미국 독일 

중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심각함을 보여준 반면 일본과 대만이 그 심각

함을 낮은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노동자와 중산층에는 중국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을 표현한 

반면, 프랑스와 대만이 낮은 수준의 갈등을 나타냈다. 경영자와 노동자에

는 한국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그 다음의 높은 수준을, 스웨덴과 대만이 

가장 낮은 수준의 갈등을 나타냈다. 최상층과 최하층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높은 수준을, 일본과 대만은 낮

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9-3〉 국가별 양극 집단의 갈등 비교

<표 9-4>는 소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 각국 응답자들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에 책임에 대해

서는 모든 국가가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나타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가난한 자와 부자 2.70 2.41 2.69 2.48 2.38 2.27 2.80 2.05 3.21

노동자와 중산층 2.17 2.11 2.10 1.89 2.01 - 2.38 1.90 2.70

경영자와 노동자 2.62 2.43 2.53 2.99 2.26 2.52 2.57 2.25 3.33

최상층과 최하층 2.96 2.65 2.77 3.02 2.78 2.44 2.74 2.14 3.30

  주: 1. '갈등없다',  2. '별로 심하지 않다',  3. '다소 심하다', 4. '매우 심하다'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262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일본이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한국과 중국이 비교적 약간 낮은 수

준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표 9-4〉 국가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인식비교

교육과 훈련에는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책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그 

중요성을 응답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높은 수준에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

고 일본이 낮은 수준에서 그 중요성을 응답하였다. 장인정신이 가장 높은 

독일과 일본이 그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한 

것이다.  

부양가족이 소득결정에서 중요한지에는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영국, 독일, 프랑스이고, 놀랍게도 일본, 대만

과 한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스웨덴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

낸다. 부양할 자녀의 유무가 소득결정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독일이 가장 높은 수준을, 한국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그리고 대만, 

영국, 스웨덴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소득결정에서 일을 잘하는지가 갖는 중요성은  미국에서 가장 높이 평

가되고, 영국과 일본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대체로 모든 나라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일에 대한 책임 4.10 3.96 4.09 4.14 3.94 4.05 3.91 4.05 3.87

교육과 훈련 3.68 3.41 3.56 3.29 3.29 3.03 3.70 3.43 3.53

부양가족 3.43 3.66 3.65 3.57 2.72 3.17 3.84 3.21 3.37

부양할 자녀의 유무 3.04 2.80 3.67 3.05 2.54 3.18 3.78 2.89 3.42

일을 잘하는가? 4.28 3.94 4.14 4.03 4.11 4.11 3.97 4.11 4.10

일을 열심히 하는가? 4.15 3.93 3.90 3.63 3.80 4.02 4.01 4.17 4.07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대체로 중요',  4. '매우중요',  5. '절대적으로 
중요’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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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지는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동아시아 4개국이 그 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 

  2. 정체(regime)별 심층 분석

위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체(政體)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심층분

석을 행하였다. 먼저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주요한 사항을 집합적 성향과 

개인적 성향으로 나누었다. 집합적 성향에는 ‘부유한 집안 출신’ ‘높은 교

육을 받은 부모’, ‘좋은 사람을 아는 것’, ‘정치적 연고’ ‘뇌물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적 특성에는 ‘본인의 좋은 학력’, ‘야망을 갖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표 9-5〉 인생의 성공 사항들에 대한 정체별 분석

구 분 집합적 특성 개인적 특성

계수 12.8*** 11.90***

독일․스웨덴  0.7***  0.42

일본․대만  1.06*** -0.37***

한국․중국  4.81***  0.44***

여성 -0.45*** -0.02

초대졸 이상 -0.85  0.29***

연령 41~60세 -0.12 -0.20***

연령 64세 이상 -0.50*** -0.20***

R2  0.279  0.031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먼저 집합적 성향을 보면,  미국과 영국이 다른 정체의 국가들보다 집

합적 특성을 인생의 성공에서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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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집합적 특성을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 한국은 집합적 특성 못지않게 개인의 역량에 관

한 사항들도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주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인생의 성공에 있어 집합적 

성향을 더 중시한 반면 개인적 역량을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

은 동아시아권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

을 일본과 대만과 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집합적 성향을 인생의 성공에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고졸이하의 사람들보

다 개인의 역량을 인생의 성공에서 더 중시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젊은 세대가 중년 혹은 노년층보다 집합적 성향과 개인적 성향을 모두 인

생의 성공에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6〉 소득격차와 그에 대한 정부책임에 관한 정체별 분석

구 분 소득 격차 정부책임

계수  4.2*** 10.04***

독일․스웨덴 -0.07*** -0.47***

일본․대만  0.01 -0.40***

한국․중국  0.06**  0.91***

여성  0.02  0.10***

초대졸 이상 -0.13*** -0.67***

연령 41~60세  0.05***  0.08**

연령 64세 이상  0.10***  0.10***

R2  0.001  0.099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비록 독일과 스웨덴이 소득격차를 덜 느끼고, 한국과 일본이 약간 더 

느끼지만, 각 정체별 국가들 간의 소득격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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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차이, 

실업자의 최소한 생계보장, 빈민 혜택-에 관한 각 정체별 국가는 차이가 

난다. 스웨덴과 독일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보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부정적인 반면, 중국과 한국은 더 긍정적이

다. 한국과 중국이 복지국가보다 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놀랍다.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 중장년과 노인세대가 소득격차가 크다는 사실에 

더 동조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 더 찬성을 하였다.

<표 9-7>은 고소득자의 세금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가 유럽국가보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데 찬성

을 하였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들이 더 좋은 건강

보험을 갖고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젊은 

세대에 비해 나이든 세대가 고소득자가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는 것과 고소득자의 세금이 낮다는 사실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의 

혜택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9-7〉 고소득자 세금과 부자 혜택에 관한 정체별 분석

구 분 세금비율 고소득자 세금 부자 혜택

계수  4.0***  2.63***  4.93***

독일․스웨덴 -0.03*  0.08*** -0.52***

일본․대만  0.10*** -0.24***  1.34***

한국․중국  0.07*** -0.15***  1.92***

여성 -0.02**  0.07*** -0.26***

초대졸 이상  0.04*** -0.01  0.01

연령 41~60세  0.12*** -0.17*** -0.17***

연령 64세 이상  0.17*** -0.23*** -0.24***

R2  0.011  0.02  0.162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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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은 양극단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정체별로 분석한 것

이다. 양극단 집단의 갈등에 대해,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미국과 영국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나이든 세

대보다 젊은 세대가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표 9-8〉 양극 집단 간 갈등에 관한 정체별 분석

구 분 갈등

계수 10.3***

독일․스웨덴 -0.48***

일본․대만 -1.95***

한국․중국  0.92***

여성  0.34***

초대졸 이상 -0.18

연령 41~60세 -0.29***

연령 64세 이상 -0.26***

R2  0.135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표 9-9>는 직업상 관련된 개인의 역량과 가족관련 사항들이 소득결정

에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정체별로 분석한 것이다. 가족관련사항에 대해,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미국보다 덜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

난 반면, 한국과 중국은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개인 역량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보다 소득결정에

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중국은 소득결정에서 미국과 영

국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가족관련 사항들과 개인 역량 사항들 모

두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역량관련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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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시하였고,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가족관련 사항과 개인역량

관련 사항이 소득결정에서 더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9-9〉 소득 결정요인들에 관한 정체별 분석

구 분 가족 개인역량

계수  6.88*** 15.4***

독일․스웨덴 -0.25***  0.01

일본․대만 -0.38***  0.09*

한국․중국  0.66***  0.14***

여성  0.13  0.22***

초대졸 이상 -0.69***  0.16***

연령 41~60세 -0.18*** -0.19***

연령 64세 이상 -0.10*** -0.13***

R2  0.076  0.01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20세기말에 세계화는 가속화되었다. 영미의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는 

전세계로 퍼졌고, 이것은 영미와 상이한 정체를 보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도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놀랍

게도 수렴의 측면이 아니라 다양성 측면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인생의 성

공 및 소득 결정요인에 미치는 중요 사항들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가족

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도 미국과 영국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

였다.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국과 중국

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한데 반해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일본과 대만

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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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의 공정성 변화추이

이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공정성 관련 변수들이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그 변수들에 대한 인식이 성별 및 코호트별

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표 9-10>과 <표 9-11>은 2009년과 2004년 시점에서 응답자들이 인

생에서 성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의 평균 점수들, 및 성별․
코호트별 평균점수들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먼저 지난 5년간 전체 평균점

수가 올라간 항목들은 ‘부유한 집안출신’, ‘정치적 연고’, ‘뇌물을 주는 

것’, ‘남 혹은 여’이고 내려간 항목은 ‘야망을 갖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 아는 것’이다. 놀랍게도, 2000년 이후 개인의 능

력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개인 역량관련 변수들의 평균점수는 저하된 반면, 집안변수

와 인맥관련 변수들의 평균점수는 증가했다. 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경

험에 기반한 사회이론과 한국 현실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변수는 2009년에는 ‘부유한 집안출신’, 

‘야망을 갖는 것’, ‘뇌물을 주는 것’이고, 2014년에는 이 세 항목에 ‘좋은 

사람을 아는 것’과 ‘남 혹은 여’가 더 첨가되었다. ‘부유한 집안출신’과 

‘야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은 2009년과 2014년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

다 높게 평가하였다.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은 2014년 남성이 여성보다 

인생의 성공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라 응답했다.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

서는 2009년에는 남성이 2004년에는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이 인생에서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존의 관행에 더 부정적 의견

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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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0〉 2009년 인생의 성공에서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성연령별 비교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부유한 집안출신 3.38 3.43 3.33 2.00** 3.40 3.44 3.33 3.32  1.27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 3.25 3.24 3.27 0.75 3.10 3.25 3.33 3.40  7.27***

자신의 좋은 학력 3.61 3.64 3.58 1.37 3.63 3.53 3.61 3.69  2.09

야망을 갖는 것 3.91 4.00 3.83 3.93*** 3.95 3.97 3.92 3.80  2.97**

열심히 일하는 것 4.29 4.29 4.28 0.29 4.20 4.30 4.35 4.34  3.67***

좋은 사람을 아는 것 4.06 4.08 4.05 0.75 4.09 4.11 4.10 3.93  4.61***

정치적 연고 2.86 2.86 2.86 0.04 2.92 2.94 2.82 2.68  5.40***

뇌물을 주는 것 2.05 2.17 1.95 4.49*** 2.18 2.19 1.99 1.78 16.4***

남 혹은 여 2.27 2.27 2.28 0.38 2.21 2.24 2.32 2.37  2.46*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대체로 중요', 4. '매우 중요',  5. '절대적으로 중요' 
자료: ISSP (2009) Social Inequality 원데이타 재분석 

인생의 성공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은 성별보다 코호트

별로 더 차이가 났다.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 ‘열심히 일하는 것’, ‘정치

적 연고’, ‘뇌물을 주는 것’은 2009년과 2014년 모두 코호트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든 세

대 특히 1955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든 

코호트의 부모들이 젊은 코호트의 부모들보다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낮

아,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낮은 세대의 부모보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1964년 이전 세대가 이후세대보다 더 중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연고와 뇌물을 주는 것은 반대로 1964년 이후 세

대가 이전세대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연고가 자신의 능력보다 인생의 성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14년 분석결과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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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집안’을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 응답한 평균점수를 보더라

도, 1965년 이후의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높았다. 요컨대,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젊은 세대가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이 든 세대보다 개

인의 능력보다 연고가 더 인생의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코호트별 ‘남 혹은 여’의 중요성은 2009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2004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별과 달리 코

호트별 분석에서는 성별 변수가 인생의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2014년 인생의 성공에서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성 연령별 비

<표 9-12>와 <표 9-13>은 2009년과 2004년 시점에서 응답자들이 소

득격차에 대한 의견들의 평균 점수들, 그리고 그 평균점수들을 성별 및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부유한 집안출신 3.42 3.50 3.36 2.64*** 3.43 3.55 3.38 3.42 2.93**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 3.25 3.28 3.23 0.93 3.14 3.28 3.25 3.41 5.51***

자신의 좋은 학력 3.61 3.61 3.61 0.01 3.60 3.63 3.58 3.61 0.18

야망을 갖는 것 3.74 3.79 3.70 1.92** 3.73 3.75 3.81 3.72 0.5

열심히 일하는 것 4.07 4.11 4.04 1.50 3.98 4.05 4.19 4.16 5.12***

좋은 사람을 아는 것 4.01 4.06 3.95 2.53*** 3.97 4.06 4.03 3.99 0.74

정치적 연고 2.98 3.02 2.94 1.41 3.01 3.06 2.99 2.81 3.13**

뇌물을 주는 것 2.16 2.25 2.27 3.26*** 2.34 2.15 2.00 1.94 11.7***

남 혹은 여 2.31 2.26 2.36 1.83* 2.28 2.30 2.26 2.43 1.71

  주: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대체로 중요', 4. '매우중요', 5. '절대적으로 중요’
자료: ISSP (2014) Citizenship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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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9년과 2004년 사이 각 항목의 전체 평균 점수의 변동을 살펴

보면,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를 제외하고는 ‘소득격차가 너무 큼’, ‘정부

는 소득격차를 줄여야’ 그리고 ‘정부는 실업자 최소 경비를 줄여야’는 감

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근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에 동조비율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러한 양극화가 초래하기 쉬운 실업자와 빈민에 대

한 혜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조차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자와 빈민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실망을 암암리 나타낸다

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인

해 실업과 빈민의 책임이 점차 정부보다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12〉 2009년 소득격차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성 연령별 비교

소득격차관련 항목들 중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변수는 2009년

에는 ‘정부가 소득격차 줄여야’,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이고, 2014년에

는 ‘정부는 실업자 최소 생계책임’과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이다. 2014

년 ‘정부는 실업자 최소 생계책임’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 항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소득격차가 너무 큼 4.32 4.33 4.32 0.37 4.30 4.34 4.31 4.35 0.41

정부는 소득격차 줄여야 3.91 3.86 3.97 2.21** 3.90 3.97 3.95 3.84 1.23

정부는 실업자 최소 
생계 책임

4.08 4.09 4.06 0.52 4.03 4.16 4.05 4.06 2.05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 1.91 1.84 1.98 2.71*** 1.91 1.85 1.89 2.01 1.63

  주: 1. '매우 반대', 2. '다소 반대',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찬성', 5. '매우 찬성'
자료: KGSS(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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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해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빈민 혹은 실

업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덜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출생코호트별 소득격차 항목간의 비교분석을 보면, 2004년에 ‘정부가 

실업자 최소 생계책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나이든 

코호트가 정부의 실업자 최소 생계책임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9-13〉 2014년 소득격차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성 연령별 비교

<표 9-14>와 <표 9-15>는 2009년과 2004년 시점에서 응답자들이 양

극 집단 갈등에 대한 의견들의 평균 점수들, 그리고 그 평균점수들을 성

별 및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먼저 2009년과 2004년 사이 각 항목의 전체 평균 점수의 변동을 살펴

보면, ‘노동자와 중산층’을 제외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 ‘경영자와 노동

자’ 그리고 ‘최상층과 최하층’는 감소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불구하고, ‘가난한자와 부자’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노동자’와 ‘최상층과 최하층’간의 갈등도 감

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쟁과 승자의 미덕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암암리 우리 국민에서 부자, 경영자  및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소득격차가 너무 큼 4.22 4.23 4.22 0.36 4.19 4.21 4.32 4.21 2.00

정부는 소득격차 줄여야 3.80 3.81 3.79 0.36 3.72 3.83 3.90 3.81 1.83

정부는 실업자 최소 
생계 책임

3.68 3.73 3.64 1.67* 3.64 3.61 3.61 3.89 6.67***

정부의 빈민혜택 감소 2.31 2.26 2.36 1.79* 2.32 2.33 2.34 2.27 0.26

   주: 1. '매우 반대', 2. '다소 반대',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찬성', 5. '매우 찬성'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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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의 혜택을 당연시하는 인식에 기여했을 것을 생각된다. 

〈표 9-14〉 2009년 양극 집단의 갈등 비교

성별에 따른 양극 집단의 갈등을 보면, 2009년에는 ‘노동자와 중산층’ 

간의 갈등에서 2014년에는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노동자와 중산층’ 갈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2014년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출생  코호트별 양극 집단의 갈등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가난한자

와 부자’, ‘경영자와 노동자’ 그리고 ‘최하층과 최상층’에서, 2014년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 ‘노동자와 중간층’ 그리고 ‘최하층과 최상층’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09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베이붐 세대

(1955~74년 코호트)가 다른 세대보다 양극집단의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4년 분석결과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 ‘노동자와 중산층’ 그리고 ‘최상층과 최하층’ 갈등 모두에서 나이

가 많을수록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가난한 자와 부자 3.22 3.20 3.23 0.72 3.15 3.25 3.26 3.22 2.47*

노동자와 중산층 2.71 2.64 2.77 3.54*** 2.66 2.70 2.73 2.74 1.02

경영자와 노동자 3.33 3.35 3.32 1.16 3.33 3.40 3.34 3.25 3.72***

최상층과 최하층 3.30 3.28 3.32 0.94 3.16 3.36 3.37 3.33 6.77***

  주: 1. '갈등 없다', 2. '별로 심하지 않다',  3. '다소 심하다', 4. '매우 심하다'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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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5〉 2014년 양극 집단의 갈등 비교

<표 9-16>과 <표 9-17>은 2009년과 2004년 시점에서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에 대한 의견들의 평균 점수들, 그리고 그 

평균점수들을 성별 및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먼저 2009년과 2004년 사이 각 항목의 전체 평균 점수의 변동을 살펴

보면, ‘일에 대한 책임’ ‘교육과 훈련’ ‘부양가족’ ‘부양할 자녀의 유무’ 

‘일을 잘하는가’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가’ 등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

가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교육과 훈련’, ‘부양할 자녀의 유무’에서 2014년에는 ‘일에 

대한 책임’과 ‘일을 잘하는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타났다.  

2009년 ‘교육과 훈련’과 ‘부양할 자녀의 유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 ‘일에 대한 책임’과 ‘일을 잘하는가’

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가난한 자와 부자 3.06 3.08 3.04 0.99 2.98 3.03 3.12 3.17 5.38***

노동자와 중산층 2.80 2.79 2.81 0.61 2.74 2.80 2.83 2.90 3.33**

경영자와 노동자 3.21 3.27 3.16 3.13*** 3.20 3.21 3.19 3.24 0.33

최상층과 최하층 3.06 3.06 3.07 0.13 2.93 3.07 3.21 3.19 9.33***

   주: 1. '갈등 없다', 2. '별로 심하지 않다',  3. '다소 심하다', 4. '매우 심하다'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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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6〉 2009년 성 연령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인식비교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일에 대한 책임 3.87 3.89 3.85 1.13 3.81 3.98 3.93 3.76 6.71***

교육과 훈련 3.53 3.49 3.57 1.71* 3.50 3.58 3.51 3.53 0.88

부양가족 3.37 3.33 3.40 1.58 3.25 3.38 3.47 3.41 4.29***

부양할 자녀의 유무 3.42 3.37 3.47 2.12** 3.36 3.45 3.48 3.39 1.37

일을 잘하는가? 4.10 4.11 4.10 0.36 4.13 4.08 4.04 4.13 1.32

일을 열심히 하는가? 4.07 4.06 4.08 0.49 4.04 4.05 4.08 4.15 1.41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대체로 중요', 4. '매우 중요', 5. '절대적으로 중요' 
자료: KGSS(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재분석

출생  코호트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일에 대한 책임’, ‘부양가족’이, 2014년에는 ‘일에 대한 책

임’, ‘부양가족’ ‘부양할 자녀의 유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09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

한 책임’과 ‘부양가족’을 소득 결정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2014년 분석결과에서는 ‘일에 대한 책임’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소득결정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 

‘부양가족’, ‘부양할 자녀의 유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가’ 에서는 연

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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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7〉 2014년 성 연령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인식비교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09년 국제사회조사를 이용하여 

국가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09년과 

2014년 한국종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 한국사회에서 공정성

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국은 공정성 인식에서 다양

성을 보인다. 정의 혹은 공정성은 시장과 정부, 공동체 중 어느 것을 중시

하느냐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을 시

장경제국가로, 독일과 스웨덴을 사회주의형 복지국가로, 동아시아 국가

들을 가족주의형 공동체주의 국가로 구분하고, 세 유형의 국가들에서 공

정성 항목들이 차이가 나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구 분 전체

성별 출생 코호트

남 여 t
1975 
이후

1965~
1974

1955~
1964

1955
이전

F

일에 대한 책임 3.74 3.80 3.67 2.51*** 3.71 3.84 3.79 3.65 2.97**

교육과 훈련 3.45 3.48 3.42 1.35 3.43 3.46 3.52 3.42 0.77

부양가족 3.21 3.23 3.19 0.67 3.10 3.24 3.27 3.35 5.10***

부양할 자녀의 유무 3.25 3.26 3.22 0.88 3.16 3.28 3.27 3.36 3.11**

일을 잘하는가? 3.90 3.94 3.86 1.86* 3.88 3.94 3.85 3.92 0.60

일을 열심히 하는가? 3.87 3.90 3.84 1.36 3.75 3.92 3.93 3.99 5.83***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대체로 중요', 4. '매우 중요', 5. '절대적으로 중요'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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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생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들이라 여겨지는 항목들을 국가별

로 분석하였다. 가족에 관련 항목인 ‘부유한 집안출신’과 ‘높은 교육수준

의 부모’이 갖는 중요성은 중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일본과 대만은 

오히려 낮게 나왔다. 이는 가족주의 전통을 지닌 동아시아 국가일지라도 

오늘날에는 가족요인이 개인의 인생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남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했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복지국가, 특히 

스웨덴에서 이러한 가족요인을 가장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안의 부는 사적재산권이 역사적으로 일찍 발달된 영국(맥팔레인, 2014)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능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이 가장 

높이 평가되었으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고, 일본이 낮은 평

가를 보여준다. 인맥이나 개인의 연결망이 갖는 중요성은 공동체주의가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영국과 스웨덴에서 낮게 평

가되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장 낮은 중

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시장경제국가인 미국과 영국

이 낮은 반면 독일, 프랑스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정

부가 실업자 혹은 빈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미국과 영

국이 가장 높은 반대율이 나온 반면, 한국과 스웨덴은 가장 높은 찬성률

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정부가 실업자의 책임하는데는 높은 찬성

률을 보였지만 빈민혜택에는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미국과 영국은 고소득자의 높은 세금에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보다 좋은 건강보험과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에 높은 동의율

을 보였다.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평등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이

와 반대되는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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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양극 집단 간의 갈등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높은 수준을 보

인 반면 일본과 대만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동일한 동아시아 국가일지라

도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대만에 대해 대조되는 양극 집단의 갈등 현상을 

보여주었다.

넷째, 소득결정에서 ‘일에 대한 책임’, ‘일을 잘하는가’ ‘일을 열심히’와 

같은 일에 대한 특성은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을 열심히’와 ‘일을 잘하는가’는 높이 평가되었지

만 ‘책임’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일

을 주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위에서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사회화된 일의 문화를 반영한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가족의 중요성은 중국과 독일이 가장 높이 평가했

고, 놀랍게도 일본과 대만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섯째, 정체별 분석 결과는 공정성의 측면이 수렴이 아니라 다양성 측

면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인생의 성공 및 소득 결정요인에 미치는 중요 사

항들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가족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도 미국

과 영국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국과 중국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한데 반해 독

일과 스페인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지난 5년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변동을 살펴보

자. 첫째, 인생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지난 5년 

동안 개인역량에 관한 변수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집안변수와 인맥관

련 변수의 중요성은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존관행에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코호트별 차이가 성별차이보다 더 컸다. 흥

미로운 사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짙은 젊은 세대에서, 가족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짙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정치적 연고와 뇌물을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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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한 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동조 인

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업자와 빈민에 대한 혜택을 찬

성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양극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 갈등을 인식하는 수준은 지난 5

년 동안 감소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심각성은 나이가 든 코호트일수록 

더 느끼고 있었다.

넷째,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항목들의 중요성은 모

두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2009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한 책임과 부양가족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더 간주하

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4년에는 부양할 자녀의 유무와 더불어 이 두 변

수들도 연령이 높아갈수록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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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의 위험을 보여주는 예는 국민적 공분을 산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과 같은 대규모 사고 외에도 2014년 한 해만 해도 국내에서

는 경제 불안으로 인한 실직과 고용불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및 구제역 발생,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북한의 도발

위협(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미세먼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국

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

볼라 확산, 이집트 한국인 관광버스 폭탄테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사회의 위험과 관련하여 김대환(1998)은 국가주도의 돌진적 성장

이 낳은 이중위험사회(dual-risk society)라고 하며, 이재열(2004)은 한

국이 탈현대적 위험과 후진적 위험이 결합된 다양한 유형의 위험들이 중

층적으로 혼재해 있는 이중적 ‘복합-위험사회’라고 한다. 또한 위험사회

의 저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한국사회가 전통과 제1차 근대화, 최

첨단 정보사회, 제2차 근대화가 중첩된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

(risky society)’라며 한국사회의 위험이 폭발적이고 급격한 근대화의 단

면일 것으로 보았다. 

한국은 핵보유국인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외적 특징 외에도 한국 사회

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해 온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전통성과 근대성, 탈

한국 사회의 위험인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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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성이 충돌하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즉 위험이 축적된 사회이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예측 및 통제가능한 수준의 위험들은 점점 더 정상

성을 벗어나 인위적 불확실성과 구조화된 위험 속에 예측과 통제가 불가

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Beck(1992)은 현대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언제라도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

대사회의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을 노출을 피

할 수 없고, 그 위험을 예측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위험이 

익명화(anonymous) 되기 때문에 위험의 원인을 찾거나 위험의 정도를 

계산해내어 관리 또는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Elliot, 

2002). 게다가 위험이 파괴적인 잠재력을 갖고 우리 사회에 편재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위험과 무관하며 그 위험을 야기한 원인 역시 다

른 외부의 존재라고 여기는 타자의 논리는 위험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적

절한 대응을 방해한다(Joffé, 2002).

성장의 한계점에 이른 현대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다. 위험관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

용을 줄이고 사회 시스템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내실을 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관리가 사회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사회구성원들이 타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위험을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의 위험을 어떻

게 인식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사회구성원이 공유하

는 가치와 태도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위험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보다는 사회구성

원들이 그들의 성,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개별적, 집단적 특질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위험의 생산과 소비에 따르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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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발된 갈등의 소지를 분석해 낼 필요가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Beck(1994)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위험이 통제 불가능하며, 물리적 한

계를 넘어선 평등성을 가지고 있고, 부메랑과 같은 악순환을 유발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위험은 지식을 통해 이해될 수 있

기 때문에 지식 주체에 따라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위

험은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사회문제이며, 그 사

회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개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다.

위험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은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라는 인

식론적 또는 존재론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의 인지와 관련

하여 정기성(2004)은 위험의 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

적인 과정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며,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으며, 공간적인 환경 즉 

기존 위험에 대한 지각,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경험, 인간의 감각을 통한 

위험의 추적가능성, 유해물질에 대한 친숙도, 정부에 대한 신뢰 등에 영

향을 받는다고 한다. 

위험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Bohle(2001)은 위험노출(exposure)과 

취약성(vulnerability), 대처능력(coping capacity)을 중심으로 설명하

였고, 레옹(Villagrán de León, 2004)은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요

인(hazard), 위험대비부족(deficiencies in preparedness)이라는 3가

지 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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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유형과 관련하여 Jones(1993)은 위험의 원인에 따라 자연적 

위험(인위적인 기술과는 무관한 자연재해나 재앙, Disasters)과 기술적 

위험(구조물이나 교량의 붕괴, 오염 등 인공물이나 기술 시스템의 문제로 

야기된 사고들, Accidents), 그리고 사회적 위험(사기, 절도, 폭력, 방화 

등 인간 행동으로 비롯된 사건들, Incidents)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재열

(2004)은 한국사회의 위험과 재난유형을 지구적 생태위험(오존층 파괴, 

삼림파괴, 생물종 멸종, 지구 온난화, 사막화, 엘니뇨 등), 자연적 재해위

험(태풍, 지진, 폭우, 가뭄 등), 국가적 안보위험(전쟁, 준전시 상황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대치, 테러 등), 정치적 억압위험(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상, 

기본권 유린 등), 경제적 생계위험(절대빈곤, 실업 등), 기술적 재난위험

(산업재해, 자동차․선박․비행기 사고, 건축물 붕괴, 핵관련 사고, 정보위험 

등), 사회적 해체 위험(노사분규, 집단이기주의 또는 갈등, 가족해체, 자

살 등)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원제(2003)는 한국사회의 위험

을 근대적 위험과 사이버 위험으로 나누었는데 근대적 위험은 다시 환경 

및 생태계 문제, 정치․경제 문제, 사회․문화 문제, 대규모 사고 문제로 구

분하였다.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Beck(1992)은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

고 보았으며, Giddens(1991)는 성찰적 근대화를 통한 신뢰의 형성을 강

조하였다. 그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는 위험의 변화 속

에 위험에 대한 대처는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 

Luman(1993)은 위험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였다. 김영욱(2006) 역시 성찰적 근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정치로 성찰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한

다. 김원제(2003)는 근대화/정보화에 대한 성찰, 신뢰의 회복과 상호신뢰 

패러다임의 구축, 참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사이버윤리의식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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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위험의 치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핵

심 이슈로 위험의 인지, 위험관리, 위험행태, 위험수용의 문제를 들었다. 

이것은 위험에 관한 결정이 기술적이기보다는 가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는 사회구성원들의 위험 인식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안전 및 위험과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사회의 위험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더불어 성,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개별적, 집단적 특질에 따른 차이와 그러한 차이로 유발된 갈등의 소지

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7개의 위험영역에 대한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7개의 위험 영역은 자연재해(natural), 건강(health), 생애주기(life 

cycle), 사회생활(social), 경제생활(economic), 정치 및 대외관계(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환경(environmental)이며, 4개 차원은 위험요

인(hazard), 위험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대처능력(ca-

pacity and measures)이다. 

  2. 한국사회 위험지수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 Korea Social Risk Index)는 한국사회의 

안전 및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H: Hazard), 노출정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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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취약성(V: Vulnerability)의 합에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C: Capacities and Measures)을 뺀 값으로 구성된다.

KSRI = Σ{(w × H + w × E + w × V) - w × C} × 5

KSRI는  각 변수의 가중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요인

적재값(0~1)으로 계산하며, 총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종 값

에 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즉, 각 차원별 해당 영역에 해

당하는 측정 항목들을 요인분석한 후,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을 가

중치로 사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각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공식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홍수 및 태풍 =(.866*V+.399*H+.598*E-.639*C)*5
급격한 기후변동 =(.788*V+.585*H+.685*E-.631*C)*5
황사 및 가뭄 =(.823*V+.569*H+.669*E-.630*C)*5
지진 및 쓰나미 =(.839*V+.489*H+.642*E-.667*C)*5

자연재해 위험 =(.891*V+.531*H+.698*E-.713*C)*5

< 자연재해 >

전염병 =(.846*V+.481*H+.557*E-.663*C)*5
먹거리 =(.814*V+.585*H+.752*E-.671*C)*5
정신건강 =(.820*V+.439*H+.631*E-.644*C)*5
성인병 =(.823*V+.429*H+.567*E-.615*C)*5

건강 관련 위험 =(.877*V+.537*H+.653*E-.715*C)*5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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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안 =(.795*V+.554*H+.683*E-.682*C)*5
가족해체 =(.801*V+.322*H+.585*E-.640*C)*5
저출산 =(.844*V+.330*H+.533*E-.690*C)*5
고령화 =(.798*V+.491*H+.621*E-.645*C)*5

생애주기 관련 위험=(.859*V+.459*H+.625*E-.735*C)*5

< 생애주기 >

사생활 침해 =(.846*V+.536*H+.672*E-.661*C)*5
폭력범죄 =(.827*V+.383*H+.613*E-.727*C)*5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823*V+.479*H+.667*E-.677*C)*5
과학기술 및 IT기술위험=(.810*V+.609*H+.736*E-.662*C)*5

사회생활 관련 위험 =(.881*V+.539*H+.707*E-.757*C)*5

< 사회생활 >

북한의 위협 =(.880*V+.537*H+.676*E-.631*C)*5
개인 인권 및 자유 침해 =(.873*V+.617*H+.716*E-.751*C)*5
주변 강대국의 견제 =(.886*V+.501*H+.648*E-.701*C)*5
민주주의 위기 =(.864*V+.601*H+.738*E-.722*C)*5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919*V+.594*H+.720*E-.766*C)*5

< 정치 및 대외관계 >

실업 및 빈곤 =(.802*V+.463*H+.674*E-.651*C)*5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 =(.846*V+.534*H+.703*E-.753*C)*5
금융불안 =(.830*V+.549*H+.731*E-.705*C)*5
경기침체 및 저성장=(.823*V+.553*H+.711*E-.714*C)*5

경제생활 관련 위험=(.896*V+.553*H+.739*E-.773*C)*5

< 경제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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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875*V+.567*H+.759*E-.755*C)*5
환경오염 =(.858*V+.590*H+.712*E-.749*C)*5
자원부족 및 고갈 =(.857*V+.575*H+.746*E-.710*C)*5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 =(.885*V+.573*H+.772*E-.785*C)*5

환경 관련 위험 =(.913*V+.602*H+.787*E-.813*C)*5

< 환경 >

한국사회 위험지수 =(.959*V+.585*H+.750*E-.838*C)*5

< 한국사회 위험지수 >

따라서 KSRI의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점수가 낮을수록 덜 위험한 사회

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3. 측정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

(SRC)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

터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내용에 특별주제모

듈(special topical module)로 ‘위험사회’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

사는 일반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추가된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은 크게 7개 위험영역과 4개의 차원으

로 구성되었다. 7개 위험영역은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

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관련 위험이다.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홍

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가 포함된다. 건강관련 위험은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이 포함되고,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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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포함된다. 사회생활 관련위험은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

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이 있고,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는 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

체 및 저성장 등이 있다.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에는 북한의 위협,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

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고, 환경 관련 위험에는 원전사고, 환경오

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이 있다.

4개 차원은 각 위험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노출정도

(Exposure),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Hazard), 정부의 대처능력

(Capability and Measures)이다. 위험요인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probability)과 심각성(severity)을 의미하고, 위험노출(exposure)은 

위험과 관련하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구, 경제 등에 의해 특성

화된 것을 말한다. 취약성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위

험이 다루어지는 정도를 말하며,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란 물리적 계획

(physical planning), 사회적 대처능력(social capacity), 경제적 능력

(economic capacity)과 관리능력(management) 등을 의미한다.

각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영역은 7점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하였다. 단,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한 측정은 점수가 높을수

록 정부의 대처능력이 좋고 낮을수록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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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자연재해 

- 홍수 및 태풍
-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 황사 및 가뭄
- 지진 및 쓰나미

건강

-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 먹거리 위험(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생애주기

- 노후불안
- 가족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사회생활

- 사생활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경제생활

- 실업 및 빈곤
- 주택 밑 전세가격 불안(폭등 및 폭락)
-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 경기침체 및 저성장

정치 및 
대외관계

- 북한의 위험(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환경

-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노출 등)
-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주: 7개 영역은 7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에 대한 의식이 높음(1~3: 비취약, 4:
중립, 5~7: 취약).

〈표 10-1〉 위험사회 영역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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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차원

- 한국사회의 위험취약성(Vulnerability)
- 한국사회의 위험노출(Exposure)
-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Hazard)
- 정부의 대처능력(Capability and measures)

관련요인

-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 정치적 성향
- 주관적 사회계층
- 지역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자신의 건강상태
- 향후 10년 자신의 경제상태 전망

응답자 
일반사항

- 성,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주: 7개 영역은 7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에 대한 의식이 높음(1~3: 비취약, 4:
중립, 5~7: 취약). 단, 정부대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잘하는 것으로 측정함(1~3: 잘못 대처, 4: 
중립, 5~7: 잘 대처).

〈표 10-2〉 위험사회 차원 및 관련 내용

제4절 결과

  1. 한국사회 위험지수

2014년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100점 중 40.66점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년대비 1.67점 증가하였다. 각 영역별

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 36.70점, 건강 관련 위험 35.95점, 생애주기 관

련 위험 36.98점, 사회생활 관련 위험 38.88점, 경제생활 관련 위험 

42.14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35.98점, 환경 관련 위험 42.04점

으로 모든 영역에 관한 위험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

해 관련 위험이 4.33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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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련 위험이 3.3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0.05점 증가로 2013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

었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2014년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

장 높고 다음으로는 환경 관련 위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 관련 위험

과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2013년에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나 2014년

에는 이 영역에 관한 위험지수가 증가하여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의 위험

지수를 앞질렀다.

〔그림 10-1〕 한국사회 위험지수 – 2013, 2014 

38.99

32.37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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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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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40.66

36.70

35.95

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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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42.04

한국사회(전체)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대외관계

환경

KSRI 2013 KSRI 2014

1.67증가

4.33증가

3.32증가

0.70증가

1.03증가

1.93증가

0.05증가

2.33증가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제10장 한국 사회의 위험인식 295

　구분 연도 N 평균 표준편차 t

한국사회(전체)
2013 1286 38.99 10.296

-4.014***

2014 1370 40.66 11.153

자연재해
2013 1286 32.37 11.062

-9.535***

2014 1370 36.70 12.323

건강
2013 1286 32.63 10.935

-7.715***

2014 1370 35.95 11.203

생애주기
2013 1286 36.28 11.353

-1.645
2014 1370 36.98 10.683

사회생활
2013 1284 37.85 12.048

-2.194*

2014 1370 38.88 12.120

경제생활
2013 1286 40.21 12.203

-4.042***

2014 1370 42.14 12.364

정치 및 대외관계
2013 1286 35.94 12.524

-.091
2014 1370 35.98 13.586

환경
2013 1284 39.71 14.040

-4.148***

2014 1370 42.04 14.930

〈표 10-3〉 한국사회 위험지수 – 2013, 2014 평균차이검증

   주: *p<.05, ** p<.01, *** p<.001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자연재해 등 7개 영역별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

해 관련 위험은 황사 및 가뭄에 대한 위험지수가 36.46으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지진 및 쓰나미, 급격한 기후변동, 홍수 및 태풍 순이었으며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위험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격한 기

후변동에 대한 위험지수가 전년대비 5.67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건강 관련 위험은 먹거리에 대한 위험지수가 38.6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건강, 전염병, 성인병 순이었으며, 전년대비 모든 항목의 

위험지수가 증가하였다. 이 중 정신건강은 2013년 27.86점으로 건강 관

련 위험 항목 중 가장 위험지수가 가장 낮았지만 2014년에는 5.34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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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 2번째로 높은 위험지수를 기록하였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노후불안이 39.5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화, 가족해체, 저출산이었으며, 전년대비 대부분의 항목의 위험지수

가 증가하였으나 저출산은 0.16점 감소하여 2014년에는 해당 영역 중 

가장 위험지수가 낮았다.

사회생활 관련 위험은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이 40.77점으로 2013

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 인적재난 및 산업재

해, 폭력범죄 순이었다. 전년대비 대부분 항목의 위험지수가 증가하였으

나 폭력범죄는 2.49점 감소하여 해당 영역 중 가장 위험지수가 낮았다.

경제생활 관련 위험은 금융불안에 대한 위험지수가 전년대비 2.94점 

증가한 41.1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침체 및 저성장,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실업 및 빈곤 순이었으며, 해당 영역 모든 항목의 위험지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36.0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 인권 및 자유침해, 북

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의 견제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영역 대부분 항목

의 위험지수가 증가하였으나 북한 위협은 전년대비 0.16점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위험은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한 위험지수

가 40.8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원부족 및 고갈, 원전사고, 환경

오염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 모든 항목의 위험지수가 전년대비 증가

하였으며, 이 중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한 위험지수는 전년대비 

3.08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해

당 영역의 4개 항목 가운데 가장 위험지수가 낮았으나 2014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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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한국사회 위험지수 - 7개 영역별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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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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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영역의 28개 하위 항목 중 가장 위험지수가 높은 항목은 경제생활 

영역의 금융불안(41.18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건강 영역의 성인

병(32.00점)으로 질병보다는 금융불안에 관한 위험지수가 더 크게 평가

되었다. 또한, 자연재해와 건강관련 위험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수의 구

성원들에게 직접적이며 반복적인 위험들의 위험지수가 높은 반면, 기타 

다른 영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중점

을 두고 있는 위험들의 위험지수가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성별로 살펴본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여성 41.10점, 남성 40.19점으로 

여성의 위험지수가 더 높다. 다만, 7개 영역 중 생애주기와 경제생활 영역

에서는 남성의 위험지수가 높아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이 사회를 더 위

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생애주기와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남성이 사회

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3〕 한국사회 위험지수 - 성

41.10 40.19

여성 남성

성(t=1.517)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연령별로는 살펴본 위험지수는 30대 43.03점, 40대 42.88점, 20대 

41.31점, 50대 40.11점, 60대 이상 36.15점 순으로 30대의 위험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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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다. 7개 영역 중 자연재해, 건강, 경제생

활,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에서는 40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생애주

기, 사회생활, 환경 영역에서는 30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위험지수가 낮다. 즉, 사회경제적 활동이 감

소하는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3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4〕 한국사회 위험지수 - 연령

41.31
43.03 42.88

40.11

36.15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연령(F=19.225***)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교육수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전문대학 42.12점, 대학교 42.03점, 

대학원 41.07점, 고등학교 40.84점, 중학교 37.78점, 초등학교 35.14

점, 무학 33.38점 순으로 전문대학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무학이 가장 

낮다.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는 전문대학 이상 보다 위험지수가 낮으며, 

특히 고졸 이하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위험지수도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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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사

람들보다 한국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며,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

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지수가 낮다는 것은 이

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이 낮아서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정

보 획득과 이해에 대한 취약성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 10-5〕 한국사회 위험지수 - 교육수준

33.38
35.14

37.78
40.84 42.12 42.03 41.07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4년제)

대학원

(석박사)
교육수준(F=9.648***)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직업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판매서비스직이 43.11점, 사무직 42.57

점, 준전문직 42.20점, 전문직 40.39점, 관리직 40.16점, 무직 39.09점, 

노무직 38.36점 순으로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고 노무직이 가장 낮다. 

생애주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매서

비스직이며, 생애주기 영역에서는 사무직이다. 또한 무직을 제외하고 자

연재해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군은 노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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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한국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노무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 종사자

들에 비해 한국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6〕 한국사회 위험지수 - 직업

39.09 40.16 40.39
42.20 42.57 43.11

38.36

무직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노무직

직업(F=7.161***)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세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민주화탈냉전 세대 42.46점, 에코 세대 

42.33점, 베이비붐 세대 40.26점, 산업화 세대 36.34점 순으로 민주화

탈냉전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산업화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낮

다. 세대별 위험지수는 연령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베이

비붐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위험지수가 에코 세대와 민주화탈냉전 세대

에 비해 낮다. 이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산업화 세대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세대보다 위험지수가 낮아 다른 세대에 비해 한국사회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사회경

제적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사회를 더 위험하다

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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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7〕 한국사회 위험지수 - 세대

42.33 42.46
40.26

36.34

에코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베이비붐세대 산업화세대

세대(F=23.825***)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대인신뢰 수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낮음 42.84점, 중간 41.65점, 

높음 37.30점으로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위험지수가 높은 반면 대인신뢰

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및 대외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대인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대인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8〕 한국사회 위험지수 - 대인신뢰

42.84 41.65

37.70

낮음 중간 높음

대인신뢰(F=21.321***)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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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신뢰 수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낮음 44.23점, 중간 39.46점, 높

음 32.61점으로 대인신뢰와 마찬가지로 기관신뢰가 낮을수록 위험지수가 

높고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수가 낮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재해를 비

롯한 7개 영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기관신뢰 수준이 높을수

록 사회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는 반면 기관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

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9〕 한국사회 위험지수 - 대기관 신뢰

44.23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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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중간 높음

대기관신뢰(F=33.347***)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정치정향에 따른 위험지수는 진보 42.36점, 중도 40.64점, 보수 

38.75점으로 정치정향이 보수적일수록 낮고 진보일수록 높다. 이러한 경

향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고 진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기존 사회가 가진 안정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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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나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10〕 한국사회 위험지수 - 정치정향

38.75
40.64

42.36

보수 중도 진보

정치정향(F=12.951***)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지지하고 있는 정당별 위험지수는 진보정의당 47.70점, 새정치민주연

합 42.81점, 통합진보당 41.76점, 없음 41.89점, 새누리당 37.58점 순

으로 진보정의당이 가장 높고 새누리당이 가장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

연재해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정향과 같

은 양상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보다는 기존 사회가 가진 안정성을 유지

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들이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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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1〕 한국사회 위험지수 - 지지정당

41.89

37.58

42.81 41.76

47.70

없음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지지정당(F=21.180***)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투표후보별 위험지수는 야당후보 43.24점, 여당후보 37.21점으로 야

당후보에게 투표한 경우가 더 높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치정향이나 지지

정당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으로 야당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여당후보

에게 투표한 사람들보다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10-12〕 한국사회 위험지수 - 투표후보

43.24

37.21

야당후보 여당후보

투표후보(t=8.274***)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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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위험지수는 부정적 44.33점, 중립 

37.86점, 긍정적 34.37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으며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다. 즉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한국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

고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한국사회의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0-13〕 한국사회 위험지수 -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44.33

37.86
34.37

부정적 중립 긍정적

현정부 국정운영 평가(F=104.605***)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정치전망별 위험지수는 부정적 43.65점, 변동 없을 것 41.10점, 긍정

적 38.96점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다. 즉, 한국의 정치전망에 대한 기대가 긍정

적일수록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부정적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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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4〕 한국사회 위험지수 - 한국 정치전망

43.65
41.10

38.96

부정적 변동없을것 긍정적

한국 정치전망(F=16.579***)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경제전망별 위험지수는 부정적 44.54점, 변동 없을 것 40.51점, 긍정

적 38.15점으로 한국경제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고 부

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다. 즉,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가 긍정

적일수록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부정적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15〕 한국사회 위험지수 - 한국 경제전망

44.54

40.51
38.15

부정적 변동없을것 긍정적

한국 경제전망(F=39.770***)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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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는 36.70점으로 7개 영역 중 건강이나 정치 및 

대외관계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기타 다른 영역(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환경)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세부 위험요소별로는 황사 및 가

뭄 36.46점, 급격한 기후변동 36.26점, 지진 및 쓰나미 34.06점, 홍수 

및 태풍 32.39점으로 황사 및 가뭄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홍수 및 

태풍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다.  

〔그림 10-16〕 자연재해 관련 위험지수

36.70

32.39

36.27

36.46

34.06

자연재해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자연재해 관련 KSRI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나. 건강 관련 위험지수

건강 관련 위험지수는 35.95점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 중에

서 가장 낮다. 세부 요소별로는 전염병 32.57점, 먹거리 38.67점, 정신건

강 33.21점, 성인병 32.00점으로 먹거리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성인병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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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7〕 건강 관련 위험지수

35.95

32.57

38.67

33.21

32.00

건강

전염병

먹거리

정신건강

성인병

건강 관련 KSRI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는 36.98점으로 자연재해, 건강, 정치 및 대외

관계 영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생활, 경제생활, 환경에 비해

서는 낮은 수준이다. 세부 요소별로는 노후불안 39.59점, 고령화 37.32

점, 가족해체 33.02점, 저출산 32.21점 순으로 노후불안에 대한 위험지

수가 가장 높고 저출산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다.

〔그림 10-18〕 생애주기 관련 위험지수

36.98

39.59

33.02

32.21

37.32

생애주기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생애주기 관련 KSRI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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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38.88점으로 경제생활, 환경 영역보다는 보

다는 낮지만 기타 다른 영역(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정치 및 대외관

계) 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부 요소별로는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 

40.77점, 사생활 침해 38.59점, 인적 재난 및 산업재해 36.46점, 폭력범

죄 32.44점으로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폭력범죄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다.

〔그림 10-19〕 사회생활 관련 위험지수

38.88

38.59

32.44

36.46

40.77

사회생활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

사회생활 관련 KSRI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마.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는 42.14점이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사회의 경제 불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우

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부 영역별로는 금융불안 41.18점, 경기침체 및 

저성장 40.44점,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 39.83점, 실업 및 빈곤 37.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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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융불안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실업 및 빈곤에 대한 위험지

수가 가장 낮다.

〔그림 10-20〕 경제생활 관련 위험지수

42.14

37.96

39.83

41.18

40.44

경제생활

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경제생활 관련 KSRI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바.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는 35.98점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한 7

개 영역 중 건강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부 요소별로는 권력

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36.02점, 국가에 의한 개인인권 및 자유침

해 35.53점, 북한의 위협 35.33점, 주변강대국의 견제 32.90점으로 북

한의 위협과 같은 전쟁의 위험보다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에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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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1〕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지수

35.98

35.33

35.53

32.90

36.02

정치/대외관계

북한의 위협

국가에 의한 개인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KSRI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사. 환경 관련 위험지수

환경관련 위험지수는 42.04점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한 7개 영역 중 경

제생활 영역 이어 다른 영역보다 위험지수가 높다. 세부 요소별로는 방폐

물의 저장 및 관리 40.80점, 자원부족 및 고갈 40.69점, 원전사고 40.58

점, 환경오염 39.59점 순으로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지수가 가장 낮다. 

〔그림 10-22〕 환경 관련 위험지수

42.04

40.58

39.59

40.69

40.80

환경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부족 및 고갈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

환경 관련 KSRI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원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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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영역별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4〉 영역별 인구사회학적 변수 간 KSRI 평균차이 분석결과 요약

　구분
KSRI
(전체)

자연 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대외관계
환경

성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연령 30~40대 ↑, 60대 ↓

교육수준 대학이상 ↑, 고졸이하 ↓

직업 판매서비스직 ↑, 노무직 ↓

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에코세대>베이비붐세대&산업화세대

(산업화세대가 가장 낮음)

대인신뢰 신뢰가 높을수록 ↓, 신뢰가 낮을수록 ↑

대기관 신뢰 신뢰가 높을수록 ↓, 신뢰가 낮을수록 ↑

정치정향 보수적일수록 ↓, 진보적일수록 ↑

지지정당 진보정의당 가장 ↑, 새누리당 가장 ↓

투표후보 야당후보 > 여당후보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긍정적일수록 ↓, 부정적일수록 ↑

한국정치전망 긍정적일수록 ↓, 부정적일수록 ↑

한국경제전망 긍정적일수록 ↓, 부정적일수록 ↑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위험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표 10-4, 

10-5참조), 자연재해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

성의 위험인식이 낮았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

스직의 위험인식이 높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

인식이 낮았고,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다. 신뢰

에 있어서는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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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위험인식

이 낮았고,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으며,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고,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인

식이 낮았다. 계층귀속감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았으며,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인식

이 낮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높았다.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

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정향이 

진보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높았고,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

록 위험인식은 낮았다.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

험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경제 생활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

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았고,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

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으며,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인

식이 낮게 나타났다. 계층귀속감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았고, 대인신

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았다.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위험인식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

았고, 정치정향이 진보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높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

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으며, 계층귀속감이 높을수록 위험인

식이 낮았다.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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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환경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위험인식

이 낮았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

으며,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다. 대인신뢰가 높

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5〉 한국사회 위험지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 

    구분
전체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r b r b r b r b

성 -.041 -1.025 -.058* -1.460* -.090*** -2.181***  .011   .143

연령 -.201***  -.009 -.108***   .001 -.166***  -.012 -.142*** -.005

교육수준  .176***   .017  .153***   .013  .086**  -.008  .121***  .016

소득  .074**   .001  .071**   .000  .054*   .000  .069**   .001

관리/전문직 -.011  -.085 -.001   .405 -.036  -.016 -.032  -.456

준전문직  .053*  2.275**  .044  2.033*  .030  1.254  .013   .766

사무직  .070**  1.821*  .061*  2.141*  .061*  1.294  .075**  1.520

판매서비스직  .104***  2.275**  .077**  2.052*  .077**  1.388  .056*   .834

정치정향  .138***   .615*  .086**   .253  .093***   .438  .110***  .491

현 정부 국정운영평가 -.387*** -2.732*** -.280*** -2.458***-.308*** -1.985*** -.309***-2.039***

한국정치전망 -.179***  -.010 -.119***   .175 -.172***  -.447 -.153*** -.167

한국경제전망 -.239***  -.965** -.200*** -1.353***-.175***  -.369 -.194*** -.714*

계층귀속감 -.075**  -.358* -.001   .136 -.063*  -.264 -.112*** -.597***

대인신뢰 -.176*** -1.433** -.111*** -1.055 -.159*** -1.354** -.152***-1.182*

대기관신뢰 -.319*** -4.599*** -.200*** -2.401* -.289*** -5.047*** -.259***-3.439***

상수 60.616*** 50.749*** 55.710*** 53.781***

R2 .224 .120 .160 .148

Adj R2 .216 .111 .150 .138

    주: *p<.05, ** p<.01, *** p<.001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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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계속

    구분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r b r b r b r b

성 -.034 -1.007  .011   .260  -.015  -.506  -.056* -1.823*

연령 -.265***  -.027** -.170***  -.008  -.145***    .000  -.170*** -.008

교육수준  .214***   .024  .145***   .017   .137***  .028*   .160***  .024

소득  .077**   .001*  .016   .000   .066**   .001*   .072**   .000

관리/전문직 -.002   .276 -.030 -1.094   .017  -.016   .014   .389

준전문직  .054*  2.486*  .042  2.066*   .048*  2.692*   .071**  3.664**

사무직  .060*  1.869*  .060*  1.498   .055*  1.891   .039  1.527

판매서비스직  .105***  2.759**  .104***  2.417**   .086**  2.497*   .094*** 2.894**

정치정향  .127***   .577*  .121***   .567   .138***  .979**   .118***  .685

현 정부 국정운영평가 -.334*** -2.460*** -.330*** -2.255***  -.324***-3.028***  -.352***-3.506***

한국정치전망 -.168***  -.273 -.159***   .275  -.137*** -.082  -.130***  .547

한국경제전망 -.193***  -.597 -.245*** -1.496***  -.166*** -.401  -.209***-1.341**

계층귀속감 -.018  -.053 -.142*** -.842***  -.060*  -.429*  -.046*  -.267

대인신뢰 -.146*** -1.273* -.177*** -1.539**  -.133***-1.295*  -.144***-1.637*

대기관신뢰 -.273*** -4.281*** -.306*** -5.253***  -.251***-4.115***  -.271***-5.080***

상수 56.069*** 65.143*** 52.122*** 63.871***

R2 .174 .193 .156 .177

Adj R2 .165 .184 .146 .168

    주: *p<.05, ** p<.01, *** p<.001
자료: KGSS(2014). 한국종합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014년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100점 중 40.66점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년대비 1.67점 증가하였다. 각 영역별

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 36.70점, 건강 관련 위험 35.95점, 생애주기 관

련 위험 36.98점, 사회 생활 관련 위험 38.88점, 경제 생활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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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35.98점, 환경 관련 위험 42.04점

으로 모든 영역에 관한 위험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

해 관련 위험이 4.33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

강관련 위험이 3.3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0.05점 증가로 2013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

었다.

영역별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황

사 및 가뭄, 건강 관련 위험은 먹거리,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노후불안, 

사회 생활 관련 위험은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 경제 생활 관련 위험은 

금융불안,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환경 관련 위험은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한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위험지수는 성별로 살펴본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지수가 더 높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

중되어 있는 3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

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지수도 낮게 나타났으

며,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았다. 세

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민주화탈냉전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산업화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신뢰와 대 기관신뢰는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

고 평가하는 반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향 및 지지정당과 18대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정향이 보수적일수록, 새누리당지지, 여당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낮게 나타나 대체로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

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318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에 따른 위험지수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으며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한국의 정치전망과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였다. 

위험은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 만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효

과적인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으로는 Holzmann & Jørgensen(2001)이 

제시한 사회적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을 주목할 수 있는데,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 위험대처(risk 

coping) 전략이 그것이다(Holzmann & Jørgensen, 1999, 2001). 

 먼저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

하는 것으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관리하여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은 위험예방 전략처럼 위험이 발생하

기 전에 수행하지만,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잠재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위험예

방이 위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면 위험완화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불확실한 장래

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개

발을 서둘러야 한다. 

위험대처(risk coping) 전략은 이미 발생한 사회적 위험의 효과를 줄

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위험대처 전략은 위험예방과 위험완화 전략이 

실패했을 때 활용하는 잔여적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

응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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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위험의 정도를 수

치로 환산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합적인 요인과 측정 불가한 

요소가 존재하는 위험의 정도를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가의 원론

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지수화는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위

험인식과 안전인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한국사회 위험인식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

회적 위험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에 의해 더 위험하다고 평

가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즉,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안전성 및 공정성을 경험하고 이를 통한 사회의 긍정적 발전이 가

능할 때는 낮은 위험인식을 갖게 되고 그 역의 상황에서는 높은 위험인식

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험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적 반영을 통해 실효성

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 내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실효성 있

는 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정책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위

험관리과정 및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위험지수

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위험정도를 오존지수나 

황사지수처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고 매해 갱신되는 위

험지수를 통해 어떤 영역의 어떤 위험이 개선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사회의 위험지수를 보다 전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

다. 위험 수준을 공개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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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속

적으로 노출하고 위험관리의 결과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분명하게 보

여주되 위험의 결과는 국민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위험인식은 불안정한 미래, 즉 

지속가능한 성장은 커녕 현재상태의 유지조차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근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안녕의 토

대 위에 가능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

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응방안은 위험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이다. 

금번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

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

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이

야말로 다시는 “망양보뢰(亡羊補牢)”의 우를 겪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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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과제





제1절 요약

  1.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9개국을 대상으로 자녀관 수준과 자녀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스웨덴과 미국은 자녀관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프랑스는 가장 부정

적이었다. 대만과 한국의 2번째로 부정적이었고, 독일과 일본은 중간이

다. 영국과 중국은 2번째로 긍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

러한 자녀관 수치는 합계출산율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긍정적

인 자녀관을 가지는 미국, 스웨덴, 중국, 영국 등은 출산율이 높은 편이

고, 대만, 한국, 독일 및 일본은 자녀관이 부정적이고 출산율도 낮다. 프

랑스는 자녀관 점수가 가장 낮음에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예외적인 국가

이다. 

자녀가치관은 복지국가 레짐별로 다르기보다는 아동양육 환경과 가족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자녀관을 갖는 나라이다. 스웨덴은 매우 양성평등적

인 가족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을 그렇지 않음에도 자녀관이 긍정적

인 이유는 자녀에 대한 가치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임에도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자녀 선호도가 높은 미국의 사례

가 시사하는 점은 ‘자녀선호적’ 인식이 확산될 때 고복지 비용이 소요되

지 않더라도 출산율은 제고된다는 것이다.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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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은 모두 

부정적인 자녀관과 함께 낮은 출산율을 가지는 국가이다. 이 국가들은 여

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낮아 자녀출산 및 양육을 기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2. 독신가구 현황과 특성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가족정책과 조세정책, 고용정

책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정책이 명시적으로 구축되

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용이한 관계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이러

한 거시적인 요인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 유형이나 가족정책의 

차이보다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최근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특성

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性)과 연령, 교육수준, 소

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수준에서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

용률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과 사회적 자본

동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네트워크(사회적 

조직의 참여, 일상적 접촉수준, 사회적 지원망 및 이웃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등)을 비교하고 가족과 비가족을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의 수준

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참여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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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고, 일상적 접촉수준과 사회적 지원망에서 가족 중심의 비중은 국

가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전체의 1/3~2/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사회적 조직의 참여율이 4개국 중 가장 높았

으나, 많은 부분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적으로는 

가족 외 타인과의 접촉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사회적 지원망은 가족 중

심적이었다. 중국의 사회적 조직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일상적 접촉수준의 주로 가족 및 친척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본 연구에서 파악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었

으며, 가족 및 친척과 같은 강한 유대관계 보다는 이웃이나 그 밖의 사람

들과의 넓고 다소 약한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참여는 낮았으나, 적극적 참여율은 4

개국 중에서 높은 편으로 특히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등의 조직에

서 활발하였다. 일상적 접촉을 하는 사람의 수는 비교적 협소하였으나 사

회적 지원망은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 내 시간배분

본 장은 부부간의 교섭력이 가사 및 육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섭력(소득 비)은 가사 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내의 교섭력이 커지면 가사 

분담률은 감소하지만, 아내의 교섭력이 계속 커진다 해도 그만큼 분담률

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몇몇 선행 연

구처럼 아내의 가사시간이 역으로 증가한다는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지

만, 본 분석의 결과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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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사 분담률이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아내의 가사 분담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별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교섭력만이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도시에 거주하는 유배우 여성들의 가사 분

담률이 오히려 크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맞벌이의 경향이 강한 

도시의 유배우 여성들이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의 양쪽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5.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공공부문의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변수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MI와 건강행동은 스웨덴과 

같은 유럽국가에서 뚜렷한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비만도, 운동부족 등 위험요인과 역의 관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강수준관련 가족형태의 

변수는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미혼의 상태일 

때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별거, 사별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성역할 변화와 심리적 웰빙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은 스웨덴과 대만 남성에서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스웨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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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보수적 성역할 인식이 높은 대만의 경우, 평등적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이 주관적 행복도와 가정생활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웰빙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결혼상태, 교육수준, 고용상

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조사 대상 9개국 모두

에서 이같은 경향은 매우 유사하게 수렴되었다. 특히 한국은 고학력과 심

리적웰빙간 관련성이 조사 대상 9개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 개인의 심리적 웰

빙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연령코호트

별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사회의 공정성 

2009년 국제사회조사 분석결과는 20세기 말 세계화를 통해 신경제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전세계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성에 대한 인식은 정체(regime)별로 다양성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동아

시아 국가들로 분류되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도 상이성을 보인다. 한국

과 중국이 한편이고 일본과 대만이 다른 한편이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중

국은 미국과 영국보다 집합(가족)적 요인들은 물론 심지어 개인적 요인들

도 인생의 성공과 소득결정에 더 미치는 중요 사항들로 간주하였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동을 분석한 결과

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들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는 

지난 5년 동안 개인역량 관련 변수들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집

안변수와 인맥관리 변수의 중요성이 더 증가하였다. 또 양극화가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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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갈등의 심각성은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자와 빈민 혜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그

리고 양극집단의 갈등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정체 국가들보다 심각한 것

으로 인식했고,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이는 위험사회의 

리스크를 개인보다 가족 혹은 집단적으로 관리해 왔던 한국의 집단 문화 

성향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와 복지이데올로기

가 혼합하여 생성된 결과라고 간주된다.

  8. 위험사회 인식변화 

2014년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100점 중 40.66점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년대비 1.67점 증가하였다. 각 영역별

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 36.70점, 건강 관련 위험 35.95점, 생애주기 관

련 위험 36.98점, 사회 생활 관련 위험 38.88점, 경제 생활 관련 위험 

42.14점,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35.98점, 환경 관련 위험 42.04점

으로 모든 영역에 관한 위험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

해 관련 위험이 4.33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

강관련 위험이 3.3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0.05점 증가로 2013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

었다.

영역별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황

사 및 가뭄, 건강 관련 위험은 먹거리,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노후불안, 

사회 생활 관련 위험은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 경제 생활 관련 위험은 

금융불안,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환경 관련 위험은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한 위험지수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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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위험지수는 성별로 살펴본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지수가 더 높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

중되어 있는 3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

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지수도 낮게 나타났으

며,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았다. 세

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민주화탈냉전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산업화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신뢰와 대 기관신뢰는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

고 평가하는 반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향 및 지지정당과 18대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정향이 보수적일수록, 새누리당지지, 여당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낮게 나타나 대체로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

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에 따른 위험지수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으며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한국의 정치전망과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였다. 

  9. 수렴 및 확산 경향 비교

본 연구에서 다룬 7개 주제별 국가 간 수렴 또는 확산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1〉 주제별 수렴 또는 확산 경향 

주제 수렴 또는 확산 경향

자녀가치관

Ÿ 자녀가치관에 대한 국가의 경향은 가족정책에 따른 수렴되는 
현상을 보임. 

Ÿ 명시적 및 묵시적 가족정책을 제시한 스웨덴과 미국, 영국이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명시적 가족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프랑
스도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임. 

Ÿ 반면, 가족정책이 미약하고 남성부양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독일이 한 집단을 이루고 있음. 

독신가구 특성

Ÿ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각국의 가족정책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
서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 

Ÿ 그러나 가족정책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확산되는 경향
이 있음. 

가족의 네트워크

Ÿ 비가족적 사회네트워크의 참여율이 낮고, 가족 중심적 네트워
크의 의존율이 높은 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음. 

Ÿ 한국과 일본이 더욱 유사하고, 중국과 대만이 유사하나 국가별
로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음.

교섭력과 가사분담시간 Ÿ 독일, 일본, 대만, 한국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가족유형별 건강 Ÿ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예: 신체활동수준에 따른 건강향상)

성역할과 심리적 웰빙

Ÿ 부분별 수렴(성역할과 심리적 웰빙은 수렴 또는 확산 경향을 보
이지 않음.) 

Ÿ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웰빙은 조사 대상 9개국에서 
매우 유사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사회의 공정성

Ÿ 공정성 인식은 정체(regime)별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임. 
Ÿ 한국과 중국이 한편, 일본과 대만이 다른 한편이나 상이성을 

보임

제2절 정책제언

  1. 긍정적 자녀가치관 제고방안

기대자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자녀관이 제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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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위해서는 첫째, 고학력 여성을 지원하는 가족 및 경제활동 지원정책

이 필요하다. 여성이 긍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이 출

산률도 높은 점을 염두에 두어 여성의 자녀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적극적 가족정책에 힘입

어 부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극복한 국가이다. 이념이 행동이 지배하기보

다는 사회정책을 통한 충분한 지원환경이 가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이다. 

셋째, 한국과 대만만이 출산 및 자녀양육 연령대의 자녀관이 부정적으

로 나타난 점을 염두에 두어, 가임 및 출산기 연령대를 위한 자녀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정책은 고비용 정

책이지만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 효율

적이 된다. 자녀출산 및 양육을 담당한 35~44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자녀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스웨덴과 대만을 제외

한 모든 국가에서 종교는 자녀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사고를 긍정적으로 갖도

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혹은 캠페인을 통해서 자녀출산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 자발적으로 다자녀 출산 및 긍

정적 자녀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회운동에 동

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

가로써 종교인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관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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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신가구 증가에 따른 현행 제도 개선 

독신가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

서 40대 이하 독신은 고학력자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수

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치열한 경쟁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독신들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업무 스트

레스와 고연령 등의 이유로 불임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적

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이 자발적인 독신을 선택하게 된 근본

적인 원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고

학력 여성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경제적인 이유, 비경제적인 이유 포함)이라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고용율이 낮은 일부 국가(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고용상태

가 불안정하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독신은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시장으

로의 늦은 진입, 재학 중 쌓인 등록금 대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으

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양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독신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

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등록금 지원, 청년 

창업 지원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확고할수록 결혼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는 

반면, 암묵적인 가족정책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만 증가할 수 있음을 주지

하여야 한다. 가족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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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가족에 대한 엄격

한 가치관이 팽배한 국가에서는 가족의 형성에 따른 책임감이 오롯이 가

족에게 전이되어 가족의 형성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0~2세 영

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독신자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녀를 출산한 직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국가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비

중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무

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유자녀 가족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여 자

녀를 한명 더 낳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는 동안 가임기 독신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투입한 엄청난 재

정이 출산율이라는 정책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사회조직과 공동체 구축 필요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동아시아4개국의 사회적 네트워크 중 비

가족적 네트워크 수준은 상당이 낮은 편으로, 비가족적 네트워크를 활성

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은 사회조직 중 동창회, 여가모임, 

종교집단 등의 참여율이 높아 학연, 종교생활 및 여가생활이 사회적 공동

체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역뿐 아니라 직

업,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정치모임 등 기타 영역에 있어서도 

활발한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단체의 활동 및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의 문화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일상접촉수준과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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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있어서 가족의존율이 높은 경향은 동아시아국가의 혈연․가족 중심적 

문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정책 수립의 차원에 있어서

도 가족 중심적 정책이 통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 제고 방안 

부부간의 교섭력(소득 비)은 가사 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독일과 동아시아(중국 제외)의 특징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섭력과 관계없이 아내의 가사·육아 분담률을 낮추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교섭력을 동등하게 만든다고 하여도 분담률이 평

등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섭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남성의 가

사와 육아 분담을 높이기 위한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캠

페인 측면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미국의 경우는 BMI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개인의 신체활동수준과 흡

연행동 수준 등은 긍정적인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공중보

건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강생활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전체적인 회귀분석모형에서는 결혼상태가 유의한 영

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함께 사는 가족수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신체활동실천과 같이 건강생활실천의 변수가 공통적

으로 건강수준과 밀접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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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형태가 달라지고 생활패턴이 달라져도 건강생활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여건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운동실천지원, 흡연 및 음주예방

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6. 심리적 웰빙 제고 방안

9개국 중 유일하게 일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성의 행복감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노인 인구는 2014넌 기준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해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로 꼽힌다. 향후 일본의 중장년 및 

노년인구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때 연령과의 관

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의 국가의 기혼 남녀 모두에서 주관적 행복도와 가

정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프랑스 남성과 스웨덴 여성에서 사별

한 경우 미혼에 비해 약 3배 정도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한국의 경우 평등적 또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심

리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주관적인 행복감과 가

정생활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 웰빙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7. 공정성 제고 방안

한국에서 지난 5년간 인생 성공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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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역량에 관한 변수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집안변수와 인맥관련 변수

의 중요성은 증가했다. 둘째, 최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동조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업자와 빈

민에 대한 혜택을 찬성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양극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 갈등을 인식하는 수준은 지난 5

년 동안 감소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심각성은 나이가 든 코호트일수록 

더 느끼고 있었다. 

넷째,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항목들의 중요성은 모

두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2009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한 책임과 부양가족을 소득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더 간주하

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4년에는 부양할 자녀의 유무와 더불어 이 두 변

수들도 연령이 높아갈수록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8. 위험사회 대응방안

위험은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 만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효

과적인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으로는 Holzmann & Jørgensen(2001)이 

제시한 사회적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을 주목할 수 있는데,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 위험대처(risk 

coping) 전략이 그것이다(Holzmann & Jørgensen, 1999, 2001). 

먼저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

는 것으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관리하여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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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은 위험예방 전략처럼 위험이 발생하

기 전에 수행하지만,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잠재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위험예

방이 위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면 위험완화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불확실한 장래

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개

발을 서둘러야 한다. 

위험대처(risk coping) 전략은 이미 발생한 사회적 위험의 효과를 줄

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위험대처 전략은 위험예방과 위험완화 전략이 

실패했을 때 활용하는 잔여적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

응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전

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위험의 정도를 수

치로 환산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합적인 요인과 측정 불가한 

요소가 존재하는 위험의 정도를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가의 원론

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지수화는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위

험인식과 안전인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한국사회 위험인식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

회적 위험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에 의해 더 위험하다고 평

가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즉,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안전성 및 공정성을 경험하고 이를 통한 사회의 긍정적 발전이 가

능할 때는 낮은 위험인식을 갖게 되고 그 역의 상황에서는 높은 위험인식

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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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효율적인 위험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적 반영을 통해 실효성

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 내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실효성 있

는 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정책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위

험관리과정 및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위험지수

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위험정도를 오존지수나 

황사지수처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고 매해 갱신되는 위

험지수를 통해 어떤 영역의 어떤 위험이 개선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사회의 위험지수를 보다 전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

다. 위험 수준을 공개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속

적으로 노출하고 위험관리의 결과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분명하게 보

여주되 위험의 결과는 국민의 참여와 밀접한 관련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위험인식은 불안정한 미래, 즉 

지속가능한 성장은 커녕 현재상태의 유지조차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근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안녕의 토

대 위에 가능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

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응방안은 위험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이다. 

제3절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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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국제사회조사 데이타인 ISSP 데이타를 활용

하여 자녀가치관, 독신가구, 가족자본, 가족 내 시간배분, 가족유형 및 성

역할에 따른 정신 및 심리건강을 살펴보았고,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9개

국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라는 거시

적인 주제를 놓고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향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한 가지 주제에, 예를 들어 가족 내 성역할 변화가 주는 다

각적인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규명과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고에서는 독신가구 특성 분석에서만 시도한 사회정책 변수

와 조사된 변수를 결합하여 국가 간 비교 시에 정책의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좌표를 규명

하고 향후 정책 지향점을 찾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조사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조사 항목이 서구적 특성에 기반한 항목들

이 많아서 동아시아에 적용이 신뢰도가 낮은 항목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

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조사에 보다 적극적

인 개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조사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여 적절한 문

항이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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