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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나타나는 큰 특징은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

간 지속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 일

종의 ‘저출산의 덫’에 빠져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고 한다. 한국의 합계출

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지는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정도면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정부가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획을 수립 추진하 고, 제

2차 기본계획도 내년이면 완료된다.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지도 

10년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경

제적 비용의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문제, 보육 및 교육정책의 문제, 

돌봄 공백에 대한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

고 대응정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출산의 동기를 유인하

지 못하고, 제도적 틀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가 어떻게 출산 행동 

결정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그동안 자녀의 가치나 행동 

규범의 측면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의 적

적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출산과 양육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밝혀

내고자 하 다. 문화를 가치, 규범, 제도의 역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산

업화시기부터 현재까지 각 문화의 구성요소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있어, 

발간사 <<



향후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

대된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술적 문

제를 제기한 차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종서 부연구위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공동연구진으로 

변수정 부연구위원, 조성호 부연구위원, 기재량 연구원이 참여하 다. 그

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 건 전문연구위원이 특별히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 란 연구위원과 원외의 익명 평가자에게 특별

히 감사의 말을 전하며, 원내에서 검독자로 역할해준 이상림 부연구위원

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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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o-cultural structure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family policy. 

A core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structure of the cultural 

environment aroun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has grown rigid 

over many years and is widespread and deep-rooted across the 

whole of Korean society. The value of children is spoken of 

primarily in terms of their economic significance, and the 

emotional significance of children in families is often faded into 

insignificance in social discussions. Although dual-earner families 

are the norm and gender equality has become a universally- 

accepted normative principle, housework sharing in Korea remains 

unequal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labor market is rife 

with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s most of the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into future labor force and human capital is 

left in the hands of families, parents seem daunted by their moral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s future. Despite all this, current 

policy measures fail to ease the burden that families have in 

childrearing, putting individuals in a situation that mak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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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for them to decide whether or not to have children. 

One's decision about having children in a cultural context 

mirrors the expectations one has about the future. For parents 

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children may as well mean 

"everything." One's expectation of future depends to some extent 

to how certain one feels about the consequences of one's own 

decisions and how predicable the given institutional framework 

is. From the cultural perspective,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so as to help people feel safe in 

these two aspe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 to the need to help families 

reduce the burden of childrearing and lighten the weight of 

responsibility that parents have to shoulder for their children's 

future. Without support in these respects, many Koreans would 

find it hard to have children. Also, Korea's family policy will 

need to pursue a course towards a social structure that promotes 

the practice of gender equality. In fine,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Firstly, family policy can be more effective when it focuses 

on providing support for marriage, pregnancy, and infant care, 

as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bility regard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s more important in the initial stages of family 

formation. 

Secondly, family policy needs to encourage men's role in 

childrearing, strengthening paternity leave for men. Th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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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articularly strong for policy interventions to encourage men 

to spend more hours participating in child care and housework.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creating a social environment 

where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is not only embraced, but 

also practiced. 

Thirdly,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should be further 

promoted. The fact that women in the cultural environment of 

today's Korea are treated unfairly both in paid labor and in unpaid 

housework calls for more active protection of women's rights. 

Lastly, the focus of the government's initiative of improving 

public's perception of the policy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hould be shifted from educating people about social values 

to promoting the intent and content of the policy and educating 

people about individ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본 연구는 출산 및 자녀 양육을 둘러싼 사회ㆍ문화적 환경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적 요소로 가치, 규범, 제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하고 각각의 연

구문제를 설정하 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치의 측면에서 자녀가치의 의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전통적 자녀가치는 약화되는 가운데, 70년대와 80년대 동안 근대

적 자녀가치가 다양하게 등장한 이후, 90년대 들어 자녀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수렴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점차 전문화되고 자원의 

집중도가 증가한다.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로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

었다. 이와 같이 자녀 교육은 현재 가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

고, 일종의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되었다. 

다른 한편, 자녀에 대한 근대적 가치로서 정서적 만족감은 다른 가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른 근대적 

자녀가치들이 정서적 만족감을 짓누르고, 더욱 내 한 것으로 만들었다. 

건강한 자녀의 출산, 아낌없는 교육투자, 자녀의 안전한 성장, 양육비용

의 부담, 양육의 육체적 고통 등이 정서적 만족감을 능가했다. 

자녀의 근대적 가치는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의미들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때의 특징은 정서적 관점보다,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그

리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존재로서 매우 경제적인 가치로 형성되었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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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녀가치는 현재까지 그 방향은 정반대로 

바뀌었지만, 의미의 함축은 거의 동일하게 인구의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로 규범적 측면을 살펴보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규범은 

대체로 고착화되었으며, 때로는 상반되는 규범이 모순적으로 현재까지 

공존한다. 

가족규범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녀 훈육규범은 매우 도덕적인 것이었

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까지 가족계획사업 추진 시기동안 일관적으로 

강조된 교육의 제일규범은 근대적 교육체계에서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

는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개인 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은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현재까지도 사회에서 자녀의 세속적 실패는 전적으로 

부모책임으로 남아있다. 

젠더 규범과 관련해서, 성역할구분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가사

노동 및 돌봄 노동을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계획사

업 추진기인 1970년대 초반에 이런 성역할 구분은 거의 전통적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남녀평등 행위 규범은 1970년대 말부터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담론

이 형성되고 있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법 개정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법적권한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에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 투쟁, 성폭력문제가 남녀평등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여 담론적 힘을 얻음으로써, 현재까지 강력한 행위규범으

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매우 모순

적이다. 여성의 취업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은 

계속 주장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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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범과 관련하여, ‘노동자 상’에 대한 규범은 기업에서 설정한 ‘경

이념’에 함축되어 형성되고 있었다. 경 담론은 공동체성을 강조함으

로써 기본적으로 집단의 화합과 우애 등을 강조하고, 조화와 안정을 주요 

덕목으로 삼았다. 또한 시간에 대한 노동규범은 엄격한 근로시간 관으로 

형성되었다. 엄격한 근로시간 규범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자체를 제한하 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율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이러한 규범적 한계와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제도적 현실에서 보면, 여성은 여전히 가족제도 속에서 불평등

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여

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증가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배분은 현재까지도 뿌리 깊게 남

아있다. 아직까지도 여성은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가족부양체계에서 볼 때,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

지 않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증

가하면 교육투자는 더 증가한 것이다. 이는 노동력 재생산과 인적자본 축

적의 책임이 대부분 가족에게 남아있는 상태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지난 10년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0%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결

혼, 임신 및 출산 기간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또한 계속되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격차는 1993년 이후 현재까

지 점차 커지고 있다. 

과열되는 입학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한 교육제도의 변화는 사교

육과 학군수요를 조절하지 못하 다. 입시과열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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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제도는 오히려 사교육 수요와 학군 이주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 다.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과 학군 이주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가계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핵심 요점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둘러싼 

현재의 문화적 환경이 매우 강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문화적 구조의 역사는 뿌리 깊고, 사회체계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

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제도는 출산과 자녀 양육의 긍정적 행위규

범을 지원하지 못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적절히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들은 이와 같은 모순적 문화구조에 갇혀서 출산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출산이라는 행위 결정은 문화적 의미로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

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부모에게 자녀는 인생의 전부

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함께 심리적 안정(믿음)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은 개

인들에게 이 양 측면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과제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이 느끼는 

도덕적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면 출산을 계속하

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

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

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형성초기에 해당하는 결혼, 임신, 첫째아 및 아기 단계에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출산 및 자녀 양육

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가족형성 초기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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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된 정책 중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강화, 

임신 중 의료 지원, 첫째아 양육수당 및 아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 ․ 휴직제도의 활성

화 대책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화적 환경 개선

을 위해 시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노력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 휴가 ․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사례

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

가 있다. 현재의 문화적 구조에서 여성은 비임금노동 ․ 임금노동 두 역 

모두에서 합리적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 구조 개선을 위

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처우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인

식 개선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치나 규범

은 그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 제도적 개선노력과 사회구조적 요인의 고

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개선 

사업에서 중점을 두었던 계몽적 가치관 교육보다는 정책 내용에 대한 홍

보와 함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용어: 자녀가치, 양육규범, 문화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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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1983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이하로 내려가면

서 저출산 수준에 진입하 다.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다. 그동안 일가족양립제도 개선 및 보육료지원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제도개선 노력과 경제적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변화가 나타

나지 않자 기존과 다른 관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 즉 출산에 향

을 미치는 사회ㆍ문화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

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논의 속에는 늘 사회ㆍ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이 포함되곤 하 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ㆍ문

화적 환경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의식에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현 시점의 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출산력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발전이 지속되면서, 대체적으로 수렴되는 

방향은 출산력이 단일 요인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연구

에 따르면(Mason 1997), 출산력 변천의 고전이론(Notestein 1953)부

터 가족규범체계 등의 전파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Cleland & Wilson 

1987)까지를 볼 때, 출산력 변천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

1) 그동안의 제도적 개선노력과 경제적 비용 지원이 출산율 변화를 이끌 만큼 충분했는가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여기서 더 논의하지는 않는다.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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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것이다. 요인의 복합성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핵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사람들

의 출산 결정에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Ellingsaeter et. al. 2013). 

출산력 변동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문화적 접근의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된다. 복합적 상호작용 모델은 도시화나 산업화와 같은 근

대적 요인의 단일성에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근대적 요인 이외에 문화적 

요인의 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류학적 관점에서 

Skinner(1997)는 “가족체계내의 규범은 자녀의 규모나 구성에 대해 가

족마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많은 가족들이 그

에 따라 자녀의 수나 성비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또한 문

화인류학, 사회사, 역사와 거시사회학이 결합하면서 발전한 출산력의 정

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fertility) 관점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사

회 제도와 같은 문화적 특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Greenhalgh 

1990, p.86).

문화적 접근과 함께 발전한 이와 같은 맥락주의와 제도적 접근은 현재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의 문화적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rtes에 따르면, 가치나 문화적인 행동기술(언어 등)은 그 스스로 변

화하지 않는다고 하 다(Portes 2006, p.253). 가치나 문화적 행동기술

은 내재적 변화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큰 

문화적 틀, 즉 제도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문화를 구성하는 가치, 규

범, 역할기대는 제도적 특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특성과 연계하여 고찰해

야 한다. 가치는 문화 구성 요인 중 가장 심연적 요소로써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특징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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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적 요소는 매우 다층적이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 간 상충, 문

화적 요소와 사회 구조의 상충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돌을 조정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족주의 자체도 이념적 

가족주의, 상황적 가족주의, 제도적 가족주의와 같이 다양한 층위를 가지

고 있고, 이런 이념과 제도의 불일치가 가족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회피

하는 동인을 유발할 수 있다(장경섭 2009; 2010)는 주장은 문화적 다양

성에 지적한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McDonald(2000) 또한 이와 같은 맥

락에서 형식적 제도 측면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측면의 양성평등의 차이

가 큰 사회일수록 저출산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산과 자녀양육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에서 어떤 모순 또는 어떤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분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출산과 자녀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는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문

화적 제약에 대응하는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요컨대 본 연구는 출산의 문

화적 매커니즘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성, 매커니즘 내의 불일치, 문화의 의

식적 요인과 현실적 제도의 충돌에 초점을 두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이론을 검토하여 세 가지 차원의 연구문제를 설정하는

데, 제2장에서 문화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문화의 각 요소별 

이론적 쟁점을 논한다. 문화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가치의 역은 제3장

으로써, 자녀 가치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자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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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상과 담론에 대한 의미의 해석에 초점을 둔다. 제4장은 규범의 형성

과 변화과정을 분석할 것이며, 규범의 역을 크게 가족, 젠더, 노동의 

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5장은 제도 역으로써 국가적 메시지 형

성 및 변화과정과 함께 관련 제도적 현실을 고찰한다. 제도적 현실은 출

산과 양육활동에 관련되는 가족제도, 노동시장제도, 교육제도를 중심으

로 고찰한다. 제6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담론분석과 역사적 접근이라는 특징을 가진

다. 담론분석은 문화적 구성요소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담론은 말과 문자로 표현되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언급부터, 

특정한 주장이나 이론체계 및 정책과 법률 등의 제도가 함의하는 메시지 

등을 포괄한다. 여기서 담론 분석은 그 내용분석을 통해 담론의 의미 형

성과 의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담론분석의 주요 자료로써, 가족계획사업시작부터 발행한 잡지 <가정

의 벗>의 기사를 선정하 으며, 이 잡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 

신문기사를 활용한다. 잡지 <가정의 벗>은 1968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면서 기관지의 성격으로 발간되었고, 1993년 단체명이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로 변경되었고, 2005년 6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가정의 벗>은 정부주도 가족계획사업의 홍보역할을 주도한 잡지로서, 

자녀의 의미와 가족규범 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매체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

시의 사회적 담론을 잘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993년 단체명이 

변경되고, 사회여건이 변화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잡지의 내용은 

본 연구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면서, 자료로서 한계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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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정의 벗>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

층면접 자료를 추가 분석할 것이다. 심층면접 자료는 2012년도에 출산과 

양육을 주제로 진행한 기존 심층면접 자료 67사례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의 문화적 환경 분석을 위하여 기존 심층면접 자료를 다시 활용

한 것이다. 이 자료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구규모(대도시, 중소도

시, 농촌), 출산수준(고출산, 저출산)을 기준으로 총 8개 도시를 선정하

여, 미혼 남녀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 다. 기혼여성의 경우 저출산 

지역에서는 1자녀 이하에서 출산을 완료하거나 완료 예정인 여성, 고출

산 지역에서는 3자년 이상을 두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 다. 심층면

접의 주요 내용은 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장과

정, 결혼과정, 자녀 출산 및 양육과정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고, 분석의 

수준을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로 구분하여 설계하 다(이삼식 

외, 2012: 64-80). 

이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 직접 면접하여 얻은 자료는 아니지만, 최근

에 수집된 자료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

어 채택하 다. 같은 자료라 해도 분석의 초점은 다르다. 이삼식 외의 연

구는 궁극적으로 출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연구로서, 출

산저감 요인과 출산촉진 요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심층면접의 내용보다는 의미구조에 초점을 둔다. 본 연

구의 취지를 고려하면 면접대상자의 발화 내용의 사실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발화 내용의 담론적 의미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을 재해석하는 것

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기존의 면접 자

료로도 충분히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직접 심층면

접을 수행하지 않아 연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

하 다. 



〈표 1-1〉 심층면접 자료 현황

(단위: 명)

구분 과천 광양 광주 대전 밀양 부산 진안 청도 계

전체 8 5 10 7 10 8 9 10 67

성별
남 1 1  0 0  1 1 0  1  5

여 7 4 10 7  9 7 9  9 62

연령

~24 0 0  0 1  0 0 0  0  1

25~29 3 2  0 1  6 1 0  1 14

30~34 2 1  3 5  2 4 3  8 28

35~39 3 2  7 0  1 2 4  1 20

40~ 0 0  0 0  1 1 2  0  4

자녀수

0 3 2  0 0 4(1) 3 0 3(2) 18

1 3 0  0 0 2(1) 5 0 4(1) 16

2이상 2 3 10 7  2 0 9  0 33

취업
취업 6 3  3 1  6 7 6  7 39

비취업 2 2  7 6  4 1 3  3 28

   주: 임신 중은 괄호로 표기함.
자료: 이삼식 외(2012), ｢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임.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조사 자료와 통계 지표의 재해석을 시도한

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기

존의 사회조사 결과를 재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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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제1절  출산력 변동의 문화적 접근

제2절  문화의 구성요소와 이론적 쟁점





제1절 출산력 변동의 문화적 접근

출산력의 변동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은 근대화이론과 인구변천이론

이었다. 20세기 중반 인구학은 근대화이론과 인구변천이론의 향으로 

발전하 다. 그러나 1960년대 프린스턴대학교의 European Fertility 

Project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력과 사망력 변동으로 설명되는 인구변

천이론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963년 프린스턴대

학교에서 유럽지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으

로 인정되던 근대화론이나 인구변천이론의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Ansley Coale과 연구진에 따르면, 유럽의 출

산력 감소과정은 도시화, 문맹률, 유아사망률, 산업화 등의 표준 예측 

변수들이 지시하는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

계없이 문화는 출산율 감소의 시작과 전개에 향을 주었다.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Cleland & Wilson(1987)은 프린스턴대학의 연구와 세계출산력조사

(World Fertility Survey)에 기초해서 주장하기를 인구 전환의 가장 큰 

특성은 문화집단과의 관계라고 하 다.

Kertzer and Hogan(1989)은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같

은 공동체 내 계층 간 차이에 향을 준다는 점을 주장하 다. 이탈리아 

Casalecchio 지역에서 출산력의 불연속적 변화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Kertzer & Hogan은 출산력 하락이 문맹률, 여성노

이론적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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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여성의 자율성과 같은 근대화 지표를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프린스

턴 프로젝트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무교육이나 아동 노동의 제한 

입법과 같은 정치적 발전이 출산력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이며, 

전통적 이론의 범위 밖에 놓여 있던 정치적, 법적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

기 때문이다(Greenhalgh 1990, pp.85~86). 

인구변천이론에 대한 반론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프린스턴 프로젝트 이후 대표적으로 제2차 인구변천이론 역시 출

산력 변천에 대한 문화적 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Lesthaeghe

와 Van de Kaa에 의해서 발전된 제2차 인구변천이론(Lesthaeghe & 

Van de Kaa, 1986) 은 1960년대 후반 유럽의 출산력 변화, 가족형성, 

배우자 행위 등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 다(정성호 2009). 이

들 주장의 핵심은 가족생활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가치와 태도 변화가 출산율 변화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최근까지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인구학과 인류학의 결합은 출산력 변천의 문화적 접근에 중

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출산력

(natural fertility)’의 개념을 비판하고, 인구변천 이전 단계의 인구현상

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출산력이 문화적 향을 받은 행동과 결정의 결과

임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친족체계와 출산

율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 다. Skinner(1997)는 가족체계가 인구구조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유럽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 다. 그는 인구구조가 가족체계를 제한하거나 또는 형성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살피고자 하 다. Skinner는 과거

의 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족체계내의 규범은 자녀의 수나 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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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족마다 다른 기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많은 가족들이 그에 따

라 자녀의 수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Skinner는 출산

과 가족체계 같은 문화적 요소의 관계에 집중한 것이었다. 

인구학과 인류학의 결합은 또한 출산력 변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으

로 새롭게 발전하 다. 문화인류학, 사회사, 역사와 거시사회학 학자들 

일부는 출산율 변천의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 다. 이들을 출산력의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fertility)이라 칭 할 수 있는데, 정치경제

학 연구에서 중요한 관점과 방법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Greenhalgh 

1990, p.86).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적 제도와 맥락

적(contextual)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출산율 변화에 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은 대체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적 접근의 이론적 기

초와 학문적 관심 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에 주목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요인의 특성 중에서 특히 요

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의 중요성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Karen Mason(1997)은 출산력 변천의 고전이론(Notestein 

1953)부터 가족규범체계 등의 전파 효과를 강조하는 최근의 이론

(Cleland & Wilson 1987)까지 고찰하고, 출산력 변천 과정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복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복합적인 “상호작용” 모델을 발전

시켰다. Mason은 이 모델을 통해서, “수용 가능한 생존 자녀수”, “낮아진 

임신 조절비용”과 같은 요인이 개인의 인식에 향을 미치고, 출산 통제

를 실행할 가능성을 높 다고 주장하 다 .

또한 인구학에서 오랜 논쟁거리 던 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향 정도

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접근이 가능해진다. 즉 출산력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제 또는 감정 중 어떤 요인이 더 핵심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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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사람들의 출산 결정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출산에 향을 미치는 규범과 

관념은 주변 사람들의 네트워크, 친척관계 등을 통한 광범위한 사회적 맥

락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Ellingsaeter et. al. 2013, p.7). 

문화적 접근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또 한 가지 초점은 제도

의 중요성이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문화의 규정력이 존재론적 실체

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문화는 막강한 향력을 가지며, 행위자나 행위의 

‘존재론적 가치’를 규정하는 구체적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는 ‘사회의 제도적 모형’이며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제도화된 규칙으로 이

해된다(이재열 1996, p.83). 

제도주의 학파는 또한 출산력 변천과 관련하여 개인의 비용효과에 집

중하는 경제학 모델(Pollak & Watkins 1993)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차별적인 문화적 구성요소,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향을 주는 인과적 힘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Portes, 2006: 254). 같은 맥락에서 McNicoll도 제도의 중요

성을 주장한다. McNicoll (1980; 1992; 2001)은 출산력 변천 논쟁을 고

찰한 이후 제도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조건에 대해 

주의 깊게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하 다. 

Caldwell(1980)은 출산력 변천에 대한 의미 있는 이론적 설명을 제시

하 다. 그는 다양한 맥락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질적인 제도적 결정요

인을 이끌어 냈다. 바로 그 하나의 요소가 공공 대중교육의 출현인데, 세

대 간 부의 흐름은 대중 교육의 도입과 함께 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이 관계를 지배하는 도덕성의 변화와 함께 

변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Caldwell 1980,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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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관점에서 Caldwell 이론은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다. 

우선 그의 이론은 가치관이 변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출산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단순이 설명하지 않고, 

문화 안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힘을 특정해 주었다. 둘째로 

변화가 특수한 제도적 맥락에 의존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수많은 제도적 

맥락에 일반화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발전시켰다(Portes 2006, 

p.255). Caldwell은 출산 결정에 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의 일반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출산 결정이나 자녀양육 과정

의 문화적 환경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체계 전반

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에 초점을 둘 것이다. 자녀의 사회적 

의미는 비용편익의 분석틀을 넘어서, 차별적인 제도와 맥락의 연계 속에

서 형성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녀의 의미는 

다시 제도와 맥락의 형성에 반 될 것이라는 상호작용의 관점을 유지할 

것이다. 

제2절 문화의 구성요소와 이론적 쟁점

  1. 문화의 구성요소

출산 및 자녀양육의 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의 범위

와 구성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배경에서 사회적 삶을 이해

하기 위한 기본적 구분 중 하나는 문화와 사회 구조의 구분이다. 문화는 

인간 상호작용과 상호 이해, 그리고 질서에 핵심적인 상징적 요소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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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이다. 사회 구조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몇몇 종류

의 지위 위계 안에서 조직된다. 문화는 가치의 역이고, 인지적 틀의 

역, 축적된 지식의 역이라면, 사회 구조는 이해관계, 개인과 집단의 

역이고 권력의 차별적 수준에 의해 뒷받침된다(Portes 2006, p.237). 

문화와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는 인과적 향의 정도에 따

라서 정렬가능한데, 깊은 심연적(deep) 요소와 표면적(surface) 현상으

로 구분된다. 언어와 가치는 문화의 심연적 요소인데, 우선 인간 의사소

통의 근본적 수단이며 다음으로 원칙적 행동의 동인이 된다. 대체로 가치

는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에서 나쁜 것과 혐오스러운 것까지의 연속선 상

의 방향을 나타낸다(Portes 2006, p.237). 

문화와 사회구조의 다양한 구성요소는 인과적 중요성과 가시성의 다양

한 층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구성요소들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구

별되지 않는 전체로 드러나기도 한다. 모든 것이 행위에 강제를 행사하지

는 않는다. 어떤 요소는 강제력을 행사하고, 어떤 것은 동기를 유발시키

고, 어떤 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 체계는 

가치, 규범, 역할, 문화적 행동기술로 구성된다(Portes 2006, p.240). 

여기서 가치는 심연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일상생활의 과정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작동하고, 일상적 

행동의 기저에 있으며, 잘 드러나기보다는 암시될 뿐이다(Weber 1949).

규범은 일종의 강제이고, 가치는 규범과 다르다. 여기서 구별이 중요한

데, 가치는 일반적인 도덕적 원칙을 표상하고, 규범은 행동의 확고한 방

향을 구체화한다(Newcomb et. al. 1965; MacIer & Page 1961). 가

치는 규범의 기저에 있으며, 개인의 일상적 행동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는 규칙에 해당한다. 이 규칙은 헌법이나 법률로 

공식화되고 명문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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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적 삶의 구성요소

자료: Portes( 2006),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A Conceptual Re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2), p.241.

역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규정된 행동

의 틀로 정의된다(Linton 1945; Newcomb 1950). 잘 사회화된 사람은 

역할에서 역할로 쉽게 이동하고, 이것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일

상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하나의 역할을 규정하는 규범적 청사진은 일반

적으로 개별적 행동에 필요한 상당한 허용범위를 열어둔다. 그래서 의사 

또는 엄마의 역할은 개별 수행자에 따라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North(1990, p.3)는 제도를 인간이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강제의 형식

(any form of constraint)이라고 정의하 다. 제도는 조직에 대한 상징

적 상세 계획을 표상한다. 제도는 성문화되었거나 비공식적인 규칙의 묶

음이고, 가족, 학교, 그리고 다른 제도적으로 조직된 역과 같은 사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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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안에 있는 역할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한다(Portes 2006, 

p.241). Giddens(1993)에 따르면 제도는 사회 구조가 아니고, 조직과 

같은 사회구조를 포함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Portes(2006)의 도식에 따라 문화적 분석틀로 가치, 규범, 

제도의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각 역별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치의 역은 자녀 가치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자녀에 대한 표상과 담론에 대한 의미의 해석에 초점을 둘 것

이다. 규범은 가족, 젠더, 노동의 역을 대상으로 규범의 변화과정 해석

에 초점을 둔다. 제도 역에서는 국가의 메시지 형성과 변화과정, 출산

과 자녀 양육에 관련되는 제도적 현실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표 2-1〉 영역별 분석 대상과 연구문제

  2. 가치의 영역

가치의 역에서 본 연구는 자녀의 가치변화에 주목한다. 자녀의 가치

는 사회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근대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변해왔다. 가족

과 친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유교문화권 사회에서는 가계의 계승이 자

녀의 가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는 가부장의 부의 축적수단과 원천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구분 가치 규범/역할 제도

분석 대상 
및 영역

◦자녀에 대한 표상과 담론
◦가족 규범
◦젠더 규범
◦노동 규범

◦사회제도

연구문제

◦자녀 의미의 특성과 
변화과정

◦경제적 가치, 정서적 
가치, 가치의 양가성 특징

◦규범의 형성과 
변화과정

◦새로운 규범의 형성과정

◦제도적 장치의 
현실적 한계



제2장 이론적 배경  29

다. 또한 사회보장이 미진한 사회에서는 노후의 의지가, 경제적으로 가족 

노동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기본적인 자녀의 

가치가 된다(권태환, 김두섭 2007, p.118). 노동력의 질이 중요한 사회

와 양이 중요한 사회 사이에는 자녀 가치가 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 공업사회와 같이 아동 노동이 억제되거나 가치가 없는 곳에서 

여성노동기회가 확대되면 출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권태환, 김

두섭 2007, p.125).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는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논의

주제 중 하나 다. 자녀 가치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는

데, 기본적으로 연구의 이유는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세 가지 이유는 

인구와 인구조절에 대한 직접적 관심 때문이었다. 첫째는 출산력 동기화

에 향을 미치기 위해서, 둘째는 가족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열망, 셋

째는 출산력 동기와 인구 추세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이다. 마지막 넷째 

이유는 인구와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것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녀가치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가치에 

대한 관심은 인구과잉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Hoffman & 

Hoffman 1973, p.20). 

Hoffman & Hoffman(1973)은 그들의 연구에서 자녀가치에 대한 이

론적 모델로서 자녀가치의 9개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① 성인 

지위와 사회 정체성, ② 자기의 확장, 더 큰 존재에 대한 연계, ‘불멸’, ③ 

도덕성: 종교; 이타주의; 집단의 선;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 충동, 미덕,  

④ 준거집단과 연계, 동맹, ⑤ 자극, 새로움, 즐거움, ⑥ 창조성, 성취감, 

능력, ⑦ 권력, 향, 효과, ⑧ 사회적 비교, 경쟁, ⑨ 경제적 효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가 특히 심리학적 욕구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

회구조와 연계되어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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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적한 점이다. 

1970년대 인구학자들은 부국의 저출산과 빈국의 고출산 이유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 다. 이들의 일반적 결론은 빈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자

녀를 갖고 부국은 정서적 만족을 위해 자녀를 갖는 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자녀가치 연구의 초기에 인구학자들은 축소되고 있던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는 반면, 자녀의 비경제적 가치가 확대되던 당시의 사회 변

화는 무시하고 있었다(Hoffman & Hoffman 1973, p.20). 

이런 관점은 최근의 연구(Nauck 2007)에도 지속되고 있고, 

Becker(1993)의 연구도 맥락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Becker는 가계

의 출산선택 모형을 자녀의 수와 질 사이의 상호작용 모형으로 확장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비용이 높아지고 자녀수는 감소하는 이유

를 설명하 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 및 교육과 다른 인적 자본의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는데, 이는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자녀의 수

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러한 자녀의 질과 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비용-효과 모델과 달리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사회화하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관점이 

그것이다. 자녀출산에 대한 개인적 동기에 대한 이론에서 벗어나, 

Folbre(1994)는 자녀를 ‘공공재’로 규정하 다. 자녀를 주로 사적 문제

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공공이전은 자녀를 갖는 실질적 비용보다 매우 낮

은 수준이라고 주장하 다. Nancy Folbre는 출산력 수준 차이를 이해하

기 위한 열쇠를 공공투자와 자녀의 사적 비용 간의 균형이라고 보았다

(Folbre, 2008). 

Esping-Andersen(2009)은 아동에 대한 풍부한 투자는 개인적 삶의 

기회와 사회 전체에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하 다. 이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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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은 국제 정책을 관통해왔고, EU 와 OECD 정책에서 자녀투자는 새

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서구사회

에서, 표준화된 생애 과정의 이벤트인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적 선택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Beck & Beck-Gernsheim 

2002). 서양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의미가 이미 변하고 있으며, 자녀는 부

모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점차 소중한 공공재가 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서

구사회에서 자녀는 가구소득에 기여하지 않고, 노년의 보장도 되지 않고 

있다. 자녀의 가치는 점차 정서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Letablier 

et. al. 2011). 거시 수준에서 자녀는 지식사회의 건립자로서, 사회보험 

체계의 미래 기여자로서,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European 

Commission이 추진하는 사회투자 개념은 자녀 가치의 개념화 변화를 

반 하고 있다(Letablier 2013). 

자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도 

연결된다. 아동은 이제 위험을 내포한 존재 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위험과 보호에 대한 책임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일

차적으로 부모와 가족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근대 들어 사회와 국가가 

이런 위험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기 시작하 다. 국가는 사회제도를 통해

서 가족과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Letablier 2013). 

프랑스의 경우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은 약간 다른 맥락을 형성하기도 

한다. 프랑스인은 서독인과 달리 자녀를 경제적,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

지 않는다. 이들에게 자녀의 의미는 자기실현을 암시하는 용어로 표현되

고 경제적 용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자녀가 가

족을 형성한다는 점을 표현하려 것이고, 자녀는 삶에서 일반적 단계에 해

당하며,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정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에 대한 이런 태도가 계급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공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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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한다(Letablier 2013). 

자녀에 대한 의미에서 더욱 현대적인 맥락은 자녀가치의 양가성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우선시하고 스스

로의 교육, 일, 여가시간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한다(Beck & Beck- 

Gernsheim 2002). 또한 개인적 자아실현과 독립성이 높게 평가되는 현

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자녀는 의존성과 보살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비

근대적’이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는 더 많은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준다. 이것은 아이를 갖는 것 그리

고 아이 자체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창출한다는 것이다(Bergnéhr & 

Bernhardt 2013).

어떤 일에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학자들은 양가성이 일상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나 감정에 그 어느 때보다 스며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다(Bauman 2003; 

Beck & Beck-Gernsheim 2002; Lee 2005). 왜냐하면 독립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파트너나 가족, 공동체에 속하고자하는 강한 욕망과 병행하

여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치의 의미는 이렇게 전통사회부터 근대와 현대 들어 사회적 맥

락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도 자녀가치는 전통적 의

미를 형성하 을 것이며, 현대까지 의미의 변화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런 의미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3. 규범의 영역

문화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규범적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 출산과 자녀

양육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 분석을 위해 규범적 측면을 크게 가족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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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규범, 노동규범 세가지로 구분하 다. 이 세 역의 규범이 출산과 

양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우선 가족규범은 여러 가지

가 공존할 수도 있다. 전통적 규범에서 현대적 규범으로, 또 현대적 규범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기도 

할 것이다. 

장경섭(2009)은 한국의 가족이념을 유교적 가족이념, 도구주의적 가족

이념,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개인주의 가족이념으로 구분하고, 이 이념들

이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로 우발적으로 공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를 우발적 다원성으로 칭하 다. 여기서 가족이념을 본 연구에서는 가족

규범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장경섭에 따르면, 유교적 가족이념이란 조선

시대의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규범으로써 현대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유

교적이란 삼강오륜의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규범들을 말한다. 도구주의적 

가족이념은 가족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생존과 성공을 추구하는 행

태를 말한다. 이는 식민통치, 전쟁, 절대빈곤, 산업화 등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부와 권력을 쌓아 나가는 가운

데 생겨난 일종의 생존철학이다. 서정주의 가족이념은 노동자 가장의 소

득이 안정되면서 가족성원에 대한 정서적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대두된 

새로운 가족상을 말한다. 개인주의 가족이념은 결혼, 출산, 이혼 등에 대

한 적극적인 선택의식을 기반으로 가족의 존재이유를 개인의 안녕과 발

전에 두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성의 강화추세와 소비자본주의 확

산에 따른 가정의 상업적 소비공간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본 연구에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행위에 향

을 미치는 주요 가족규범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혼인의 필요성이나 혼인

상태 유지의 의무 규범을 볼 수 있으며, 혼인 이후의 부부관계의 질서규

범도 가족규범의 일부가 된다. 다음은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양육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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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부모역할 규범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젠더규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불평등한 성별의 위계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차가 본질

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ㆍ문화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관점의 문제

인 것이다(이재경 외 2007). 성차이가 불평등하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가

치와 규범이 작동하여 젠더 규범으로 고착되면, 이후 이 규범은 견고한 

사회구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젠더규범은 성역할 구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좀 더 근본적으로

는 모성에 대한 규범에 함축되어 있다. 성역할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살

펴보면 남녀의 성차이가 생물학적인 것인가 사회적인 것인가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성차는 생물학적 특성이 아

닌 사회화 과정과 연관된다. 성차는 특정 사회의 언어, 매체, 교육 등이 

만들어 내는 성역할 메세지와 그것이 가진 사회적 보상과 처벌에서 나온

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차를 위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생물학이 아

니라 권력인 것이다(이재경 외 2007). 

또한 젠더 규범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가 모성담론

(motherhood discourses)이다. 모성담론은 좋은 엄마를 위한 규칙이 

확립되는 과정이다(Smart 1996). 이 담론들은 어머니에 대한 사회의 메

타언어이고, 이 메타 언어 안에서 사실에 대한 다양한 재현, 서술, 은유는 

무엇이 정상인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집합적 이해를 만들어낸다. 모성의 시기는 좋은 어머니 되기와 이상적인 

여성 생애주기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Ellingsaeter et. al. 2013). 

실제로 많은 유럽국가에서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되어왔고, 

이것은 20세기 중반 확산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따른 ‘좋은 어머니’라

는 사회적 규범과 연계되어 있었다. 어머니들이 점차 유급노동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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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 규범도 점차 변해왔다(Ellingsaeter et. al. 

2013). 

모성과 함께 부성에 대한 논의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노르딕 국가에서 부성담론은 지난 10년간 정치적 논쟁에서 핵심이 되

었고, 부성은 가족생계부양에서 돌봄으로 재정의 되기도 하 다. 존재, 

정서적 개입,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부성 담론은 자녀를 갖는 

것 또는 갖지 않는 것을 위한 남성의 동기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위한 새

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Ellingsaeter et. al. 2013). 

출산 및 양육의 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규범적 측면에서 마지

막으로 살펴볼 것은 노동규범이다. 노동규범은 작업장에서 통용되는 행

위 규범으로써 노동자의 행위에 향을 미치는 기준을 말한다. 이와 같은 

노동규범은 언어체계를 통해 형성 유포되며, 규범의 강제성으로 인해 작

업장에서는 노동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김왕배 2001). 노동규범은 

작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작업장과 작업장 밖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출근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무관하게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이상적인 노동규범으로 작동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노동규범에 의해서 크게 향 받을 것이다. 

 박해광(1999)의 한국기업의 경 담론 연구에 따르면, 모범적 노동자

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웅 이야기가 경 담론에서 주요하게 작동하며, 

의미와 상징의 관리를 통해 선한 주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 담론이 형

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언어적 실천이 순응적인 주체의 구성에 맞

추어져 있는 것이다. 기업 신년사의 언어적 배열구조를 보면, 과제와 임

무의 제시가 부각되고 이것에 대한 논증이 결핍됨으로써, 전체가 강한 지

시와 명령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전체의 담론 구조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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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달성, 임무의 성취를 요구하는 권력적 언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노동자 수용의 단계에서 경 담론의 수용문 형식이 친경 자

적 태도가 일관된 결합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 태도변

화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경 담론을 통한 사업장 내의 노동자상 구축은 그들의 행위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경 담론을 통한 발화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언어 구조 속에서 친경 자적 태도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담론의 수준을 넘어 규범으로 내면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 상과 관련하여, 실제로 남성의 경직된 전일제 노동이 남성으로 

하여금 시간-경직된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에

게 시간제 근로의 의미는 시간-경직적인 가사노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모 휴가는 여성에게 집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나타내며, 남성은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보고, 가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핵심적 가사에 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상적 노동자 규범은 전일제 근무라는 엄격한 구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임금 노동자는 가사노동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한

다는 이념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기준이 엄격히 제도화 된 것이 주당

근로시간 체계이다(Hook 2010).

한편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와 관련한 규범으로써, 맞벌이 가

족 모델은 일반적 규범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들은 일

과 가정에 대한 상충하는 의무에 직면해 있다. 여성이 다양한 일과 가족

의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그들은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부정적 도덕적 

관념에 직면하게 된다. 즉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이타주의적 평판을 만들어 

내는 반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평판을 만들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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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ske 2011). 이러한 노동규범 속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은 매우 제한적이 되고, 결혼부터 출산 및 양육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면

하는 선택에 향을 미치게 된다. Andersen에 따르면, 젠더 평등의 진전

에 주저하면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저출산은 불안한 균형의 주요한 

지표라고 주장하 다(Esping-Andersen 2009, pp.10~11). 모순적 노

동규범 속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어떤 이유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4. 제도적 영역

본 연구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둘러싼 사회ㆍ문화적 환경 분석에서 

가치, 규범과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제도와 정책의 역이

다. 제도와 정책 역은 가치와 규범에 비해 더욱 행위 강제력이 큰 역

으로써, 일반적으로 개인은 가치와 규범뿐만 아니라 제도적 틀 속에서 행

동을 결정하게 된다. 

제도주의 이론은 문화의 규정력이 존재론적 실체를 가진다고 주장한

다. 문화는 막강한 향력을 가지며, 행위자나 행위의 ‘존재론적 가치’를 

규정하는 구체적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문화는 ‘사회의 제도적 모형’이

며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제도화된 규칙이기 때문에, 문화의 ‘신화적 ’규

정력은 행위자의 행위의 관계를 인과적이기보다는 동어반복적이게 만든

다고 한다(이재열 1996).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 분석에서 제도는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 

여기서 제도는 좁은 의미로는 법제도와 정책을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각종 제도적 장치(institutions)를 말한다. 앞서 문화의 구성요소

로써 살펴보았듯이, 인간이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강제의 형식(an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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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traint)으로 볼 수 있다(North 1990). 제도는 성문화된 것 또는 

비공식적인 규칙의 묶음이고, 가족, 학교,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를 말한다. 여기서 제도는 역할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한다(Portes 

2006, p.241).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에 연관되는 각종 제도로서 가족

제도, 노동시장제도, 교육제도 등을 주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출산과 양육 활동에서 정책이 미치는 향에 대한 많은 논

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McDonald(2000)는 여성친화정책이 여성의 

자녀출산과 양육 의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리고 정책은 

개인 행위자에게 압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렇게 가족정책은 자녀를 

갖으라는 사회적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Letablier 2013). 

Murphy(2003)는 중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구정책과 문화가 

젠더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상위 수준의 국가 제도는 지역의 가족 형태와 재생

산적 실행을 이해하기 위한 공식적 분류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분

류체계는 가장 하위 수준에서 관료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지역의 재생

산적 문화와 협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늘 존재하던 아들이 없고 딸만 있

는 가구를 “딸만 있는 가구”로 분류하고, 이들이 아들을 낳는 시도를 금지

시킴으로써, 국가 제도는 일반적으로 박탈과 관련되는 새로운 사회적 실

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 편향성은 특정 지방의 모든 정부 

기구(제도)에 배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 정책과 실행을 젠더화

시킨다. 이런 편향은 여성 가족계획 담당자를 남자로 대체시키는 사례에

서 확인되었다. 셋째, 젠더에 관한 확고한 문화적 규범은 공식적 출산 계

획 그리고 교육 캠페인과 협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좋은 어머니, 좋은 아

내라는 역할 모델은 전통적인 여성 미덕을 내포하게 되고, 이것은 젠더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넷째, 공식적 인구정책과 젠더 규범은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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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재조정되고 심지어 무시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특정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다. 

프랑스의 정책사를 분석한 Letablier의 연구에 따르면, 인식의 양식이 

어떻게 가족의 규모와 가족구성, 모성에 대한 가치에 규범을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 프랑스 정책사 전개 과정에서 대가족은 찬양할만한 시민적 

가치 고, 소가족은 개인주의 심지어 이기주의를 의미하게 되었고, 가족

을 지원하는 정책이 여기에 기초를 제공했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규모, 형태, 기능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냄으로써 가

족을 구성하는데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etablier 2013). 

다른 한편,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즉 정책신

뢰성이다. 출산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

능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전형적 예를 보여주는 것이 노르웨이 

사례인데,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출산은 계층에 관계없이 고비용과 고위

험이 수반되는 이벤트가 아니다. 경제적 안정성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라고 한다. 여기서 경제적 안정성이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써,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과 보

육지원 및 직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의미한다. 노르웨이 젊

은 부모들의 출산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었음이 드러났다(Ellingsæter & Pedersen 2013). 

노르웨이 사례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서 국가의 책임 분담에 대한 확

신이 출산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

적 비용 지원, 고용의 안정, 일가족양립을 위한 휴직과 휴가제도의 체계

적 지지가 출산을 충분히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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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녀의 전통적 의미

자녀에 대한 전통적 의미란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고, 가

족에 종속된 또는 가족을 위한 일부로 인식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가족

과 친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교문화권에서는 가계의 계승이 자

녀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

녀는 부의 축적수단과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 제도가 발전

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노후의 의지대상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 가족 노

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자녀가 즉 노동력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권태환, 김두섭 2007).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형성되어 근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자녀는 독립적이지 않은 존재로써 가족에 종속된 당연

한 존재이며,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

되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것을 꼭 왜 그래야하는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리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예부터 해오던 일로 그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에 순

응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유달리 따져보는 

사람들을 별스럽게 보게 된다(동아일보, 1976년 11월 6일, 자녀는 왜 둬야 

하나)

자녀 가치와 의미의 변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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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순리 다면, 이때의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 것이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전통적 의미로써 가장 기본적

인 가치는 ‘노후의 의탁’과 ‘세대의 계승’이었다. 이런 자녀가치는 전통적

으로 혈연중심의 가족형성과 세대계승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문화적 전

통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뿐만 아니라 70~80년대까지 자녀는 세대

를 계승하는 도구적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지속되고 있었다. 

아무리 수(壽)하고 부(富)하고 귀하되 다남(多男)하지 못하면 그 여자는 오

복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한 여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일가의 문중에 대하여 가정에서나 부부간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이예행, 사회학적 견지에서의 찬성론, 여원, 

1956년 2월).

1958년도 서울시 지역의 가족조사와 1959년도 농촌 지역의 가족조사

결과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농촌의 경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

실을 얻게 하겠다는 여성 응답이 65%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도 25.3%로 나타났다(배은경 2012, 

p.36). 그런데 이 각각의 응답은 남성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남성이 느끼는 의무감보다 여성이 느끼는 아들 출산의 의무감

이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성은 자녀가 전혀 없을 때뿐만 아

니라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을 경우도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는 38.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양자를 들인다

는 응답까지 합하면 65.6%가 아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아들의 필요성은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계계승의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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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응답(1950년대 말)

구 분

서울 농촌

자녀가 
전혀없을 때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을 때

자녀가 전혀
없을 때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을 때

응답자 모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소실을 얻게 한다 38.4 27.1 58.3 64.9 40.7 44.6 

양자를 들인다 27.2 16.1 27.5 25.3 34.4 31.5 

그대로 살아간다 25.1 44.3 11.0  7.4 16.5 11.1 

이혼을 허가한다  4.9  1.4  1.4  0.2  0.4 -

데릴사위 얻는다  -  9.1 -  0.4  6.2 10.0 

기타  2.1  1.0  0.6  0.6  0.4  0.4 

모르겠다/무응답  2.4  1.0  1.2  1.2  1.4  1.4 

계 100.0(287) 100.0(711)

자료: 이만갑(1964, 10), “한국에서의 가족계획”, 사상계, p.157 재인용: 배은경 (2012), p.36.

1964년의 조사에 서울시 거주자들은 이상적인 평균자녀수를 3.3명(아

들 2.0명, 딸 1.3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1974년 대구시 거주자들은 

2.9명(아들 1.8명, 딸 1.1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평균자녀수에도 10년 

동안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할 이유’로 

1964년의 조사(고양군)에서는 ‘늙은 후에 의탁하기 위하여’가 62% 으

며, ‘가문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28% 다. 이와 비슷하게 1974년의 조사

에서 대구시의 경우 ‘늙은 후 의탁’ 52%, ‘가문승계’ 47% 고, 경산군의 

경우 ‘늙은 후 의탁’ 73%, 가문계승 ‘22%’로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늙은 후 의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봉 

1974)2).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1976년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자녀를 가

져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자녀를 가질 경우 생활이 활기를 

2) 본 조사는 1974년 대구시와 경산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해당 연구는 권이혁 
등이 64년 실시한 서울시와 고양군(지금의 고양시)의 조사를 인용한 것이었다(김 봉,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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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되고 즐겁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의 보장’, ‘자

녀와의 정적(情的)인 인간관계’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자

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인 문제로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꼽혔다.3)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1979년의 조사에 따

르면 59.2%로 나타났고, 자립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36.6%를 차지했

다. 59.2% 중에서는 장남이나 아들에게 의지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각

각 30.6%, 22.2%나 되어 여전히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게 남아있었

다. 여기서 언론 보도 방향은 ‘가족제도가 점차 핵가족화됨에 따라 노후

에 자녀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립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4)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 자녀에 대한 노후의탁 의미는 이전

보다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아

들딸 모두 27.1%, 장남 22.1%, 아들 21.7%, 자립 20.5% 등으로 나타나 

장남 의존성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5) 

또한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변화는 전통적 자녀가치의 변화를 명

확히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서

적 만족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

난다.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1년 

34.9%, 2000년 69.8%, 2012년 72.7%로 증가하 다. 그리고 가정행복

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991년 18.8%, 2000년 43.4%, 

2012년 73.5%로 역시 증가하 다. 

반면, 가문유지를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이

3) 동아일보, 1976년 11월 6일, 자녀는 왜 둬야 하나.
4) 경향신문, 1979. 11. 29, 기획원 6만명 대상 조사-노후엔 자녀의지보다 자립 36.6%.
5) 매일경제, 1985. 1. 25, 한국의 사회지표(상) 1주 평균 52.5시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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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1년 39.9%에서, 2012년 22.9%로 낮아졌다. 다만 자식한테 노후

생활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큰 변동 없이 

1991년 이후 낮은 상태를 유지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노후의탁이라는 의

미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1〕 유배우부인(15~44세)의 ‘아들필요 이유’ 변동추이(199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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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006~2009년까지의 자료는 유배우 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
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2)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 거나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1991년 조사는 가문유지, 노후의존, 마음든든, 가정조화 4가지 응답항목에 대해 조사하
고, 2000년 조사부터는 가문유지, 제사, 노후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행복 6
가지 응답항목에 대해 조사함.

        4)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통적 관점에서 세대의 전승은 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

별 선호에 대한 태도 또한 자녀의 전통적 가치를 잘 드러내 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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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각종 홍보자료에는 전통적인 성선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애를 키워보니 딸 키우는 재미가 

역시 잔 재미가 있어요. 남자아인 좀 극성스럽고 말썽을 많이 부린다고 

할까”(가정의 벗 76년 1월 p.8). “딸만으로도 만족입니다. 딸 키우는 재

미가 아들보다 나아요”(가정의 벗, 76년 3월, p.5).

이런 남아선호에 대한 비판은 1990년대 말까지 지속된다. 이 당시 유

행하던 주요 담론 중 하나는 남아선호 관념이 지속되면, 향후 신부감이 

모자라게 된다는 것이었다. 

신부감은 모자라고 신랑감은 남아돌고...아들 욕심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이 남녀성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들 욕심만 부리다 보면 며느

리는 어디서 데려와야 할까요?(가정의 벗, 95년 7월, 7월 11일은 세계 인구

의 날). 

이런 담론의 기조는 1999년까지 지속되고 있었고, “출생성비 불균형 

개선대책”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타나기도 한다(가정의 벗, 1999년 11

월, 출생성비 불균형 개선대책).

공식적인 통계로서 출생성비는 1970년대 대체로 보통수준6) 이상으로 

높아 성비가 왜곡되어 있었지만, 1980년대 초에는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1993년 정점

(115.4명)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보통 수준

에 이른다. 1970년대는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의 향이 지속되어 성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런 남아선호는 1980년대 중반부

터 1990년대 말까지 다시 급속히 높아졌고, 1990년대 말까지 성선호는 

6) 출생성비는 남녀출생아의 성별 구성비로써,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비(ratio)로 나타
낸다. 출생성비는 103~107을 보통수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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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잔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초반 이후 남아선호는 대체로 

의미를 상실하 다. 

〔그림 3-2〕 출생성비 변동 추이

(단위: 명)

103.0

105.0

107.0

109.0

111.0

113.0

115.0

117.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각 연도.

전통적 자녀 가치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며, 실제로 평균 이상

자녀수 변화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65년 평균 이상자녀수

는 3.9명, 1976년 2.8명, 1985명 2명, 2012년 2.2명으로 점차 감소하

다.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차이도 1968년 0.7명(최소 15~29세 3.5

명, 최대 40~44세 4.2명), 1973년 0.5(최소 25~29세 2.9명, 최대 

40~44세 3.4명), 1988년 0.2명(최소 15~24세 1.8명, 최대 40~44세 

2.1명), 1997년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차는 0.2명, 2012년 평균 이상

자녀수 차이는 0.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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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1965~2012)

   주: 1) 이상자녀수가  있음'이라고 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1991년은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3) 2009년까지의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

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4) 1971년 20~24세 평균이상자녀수는  3.4명임
자료: 공세권 외(1966)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보건사회부
        박병태 외(1978), 1976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문현상 외(1982),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문현상 외(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문현상 외(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공세권 외(1992),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지난 10여 년간 점차 변화해 왔다. 조사

에 따르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1년 자녀 ‘꼭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90.3% 으나, 2000년 

58.1%, 2012년 45.5%까지 낮아졌다. 반면 반드시 가질 필요 없다는 응

답은 증가하 다. 1991년 ‘반드시 가질필요 없음’ 8.5%, 2000년 41.5%, 

2012년 54.1%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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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유배우부인(15~44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응답(199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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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가구전체 자료에서 2003~2009년 자료는 유배우 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
는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 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2) 1991년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 으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
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지만 질문함

자료: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전통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노후의 의탁이라는 이유는 이미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향력을 상실했고, 가문유지라는 전통적 가치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

차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문유지나 노

후 의탁의 의미가 현재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다만 의미가 크게 감

소하여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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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석한 전통적 가치가 중심을 차지하던 근대화 초기에도 전

통적인 자녀가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자녀가치가 공존하고 있

었지만, 담론으로써 중심을 형성하고 현실에서도 힘을 발휘하던 가치는 

주로 전통적 가치 다고 판단되고, 이후 점차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가

치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제2절 근대적 자녀 가치의 분출

근대적 자녀가치란 자녀가 가족의 종속성을 벗어나 독립적 인격체로서 

인식되고 자녀 고유의 독립적 가치를 형성한 것을 말한다. 아리에스

(2003)는 현대의 ‘아동’에 대한 관념은 중세이후 근대에 새롭게 형성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일상적으로 어른들 틈에서 성장하던 중세와 달리, 근대

들어 어른으로부터 학교로 격리되어 근대적 교육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제 아동기라는 특정 인생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근대적 아동의 발견은 근대적 교육체

계의 발전과 시기를 같이 할 것이다. 즉 일제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우리

도 아동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

후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 이유는 가족계획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아

동과 자녀에 대한 의미부여가 분출되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친 향

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도 자녀에 대한 근대적 의미부여는 다양

한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 자녀가치와 다른 새로운 

담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우선 자녀를 키우는 재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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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급이 언론에도 등장하 다. 

1979년 한 조사에서 자녀의 의미에 대한 인식 중, ‘자녀를 키우는 재

미’가 등장하고, 노후의탁이라는 개념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효도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노후의탁의 측

면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다른 한편, ‘키우는 재미’가 ‘삶의 전부’

라는 주장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의 존재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주부가 44.4%, ‘키우는 재미’가 

53.7%로 재미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자식 상팔자’가 1%로 ‘있어

도 좋고 없어도 좋다’가 0.9%로 자녀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키우는 재미’로 생각하

는 경향이 짙었는데, 자녀에 대한 관점이 종래의 ‘절대적 존재’에서 산업발

달과 함께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효도를 받고자 하는 

부모는 6.1% 밖에 안 돼 자녀들에게 노후생활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의 부모심리임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경향신문, 1979년 12월 13일, 주부교실 중앙회서 조사한 어

머니들의 자녀양육 태도)

자녀는 단지 가계를 계승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자체로서 즐거움

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키우는 재미’는 물론이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라는 의미 역시 필요에 따른 접근이며, 자녀에 대한 실용적

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offman & Hoffman(1973)은 

그들의 연구에서 자녀가치에 대한 이론적 모델로서 자녀가치의 9개 범주

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① 성인 지위와 사회 정체성, ② 자기의 확장, ③ 

도덕성, ④ 준거집단과 연계, ⑤ 즐거움, ⑥ 성취감, ⑦ 향, ⑧ 사회적 비

교,⑨ 경제적 효용이다. 이와 같이 자녀에게 독립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태도는 근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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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관점은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의미의 증폭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계획사업의 취지에서 자녀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키우는 재미를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딸 아이 키우

는 재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녀 키우기의 즐거움도 더불어 강조되고 

있었다. 

인생은 생활에 쫒기면서도 역시 아이 기르는 재미는 있어야겠는데 많아서 

허덕이는 것이나 전혀 없는 것보다는 조절을 해서 하나 둘쯤을 슬하에 두

는 것이 우리네 형편으로는 알맞을 만한 일이라고 요새는 생각 된다(가정

의 벗, 73년 11월 p.26, 서글픈 찬양)

딸 아들을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알뜰하게 기르고 교육시켜 시집 장가보내

는 재미로 살자’고 「두자녀가족회」는 또 한번 강조한다(동아일보, 1972년 

6월 26일, 폐습(20) 아들제일주의)

애를 키워보니 딸 키우는 재미가 역시 잔 재미가 있어요. 남자아인 좀 극성스

럽고 말썽을 많이 부린다고 할까요(가정의 벗, 76년 1월 p.8, 딸이 더 좋아).

딸만으로도 만족입니다. 딸 키우는 재미가 아들보다 나아요(가정의 벗, 76

년 3월, 방문 좀 합시다: 딸 키우는 재미에 산다)

자녀의 근대적 가치는 더욱 사랑스러운 것이었다. 낭만적 사랑 자체가 

근대적 감정이라는 점에서(아리에스 & 뒤비 2002), 한국 사회에서도 자

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근대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때 자녀는 정서적 만족을 주는 사랑의 대상이고, 가정의 행복을 매개해

주는 실질적인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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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무어라고 생각 하는가’에 대해 우

리나라 도시중류층에서는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42%가 대답한 반면 도시

하류층과 농촌에서는 각각 37%, 30%가 ‘재미있다’고 답하고 있다(동아일

보, 1975년 7월 3일, 행복한 가정의 촉매 「부모의 자녀관 국제연구」결과). 

이와 같은 태도는 1975년 한 연구(한남제 1979)에서도 발견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이 

‘자녀가 있어야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태도다. ‘노후 의탁’은 6.7%

만이 그렇다고 답했을 뿐이다. 물론 조상의 제사나, 집안 계승 같은 부분

이 20%를 차지하는 등 2번째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나, ‘가정생활에 의

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자녀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주: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응답 재구성
자료: 한남제(1976). 한국 도시가족의 자녀출산ㆍ양육기능에 관한 연구. 경대논문집. 28.

구분 남 여 계

자녀는 부모들에게 감정적 만족을 준다   7.2( 20)   9.3( 28)   8.3( 48)

자녀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고 자녀는 
부모에게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17.9( 50)  15.9( 48)  16.9( 98)

자녀가 있어야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9.3( 26)   9.3( 28)   9.3( 54)

자녀가 있어야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다  37.6(105)  36.5(110)  37.1(215)

자녀가 있어야 노후에 의지할 수 있다   5.0( 14)   8.3( 25)   6.7( 39)

자녀가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  19.7( 55)  19.3( 58)  19.5(113)

자녀가 있어야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0.7(  2)   0.3(  1)   0.5(  3)

기타   2.5(  7)   1.0(  3)   1.7( 10)

계 100.0(279) 100.0(301) 100.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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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보면 여기에도 맥락이 조금씩 다르

게 나타난다. 우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자녀수가 많아

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가족계획의 맥락에서 사

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실질적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만, 가족계획의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수사적 표현으로써 자녀에 대

한 사랑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

나는 사남매 중에서 셋째인데 항상 다른 형제보다 사랑을 덜 받는 다는 피

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가끔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자녀는 꼭 둘

만 낳겠다고 다짐했었다(가정의 벗, 85년 11월, p. 15, 셋째의 피해의식). 

 정말 나부터 적게 낳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렇게도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지 않아야 한

다(가정의 벗, 76년 2월, p.33, 한 자녀만 둔 우리 집의 경우)

가족계획사업의 궁극 목표는 단순히 출산 자녀수를 줄이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무턱대고 아기를 낳아 

가지고서는 나와 내 가족(자녀), 내 고장과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 어려워지고 

애국애족하기 힘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없

게 되기 때문이다(가정의 벗, 79년 1월, p.9, 기미년을 참사랑의 해로)

아이들 사랑하는 데는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굉장해요. 그러나 무조건 사랑

보다는 알맞게 낳아 사랑해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가정의 벗, 76년 

2월, p.50, 아이 수보다 아이 키우는 정성이 더 중요)

가족계획의 맥락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을 궁극의 의미로 사용하기

도 하 다. 예를 들어 “아빠 저는 크고 좋은 집보다 아빠가 사랑해 주는 것

이 더 좋아요”라는 표현이 그러하다(가정의 벗, 78년 1월, p.52, 아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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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돌보거나 양육할 때, 또는 교육의 차원

에서도 사랑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근대적 개

념이라는 사랑에 대한 표현은 70년대 후반들어 두드러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자녀들은 역시 부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사랑과 정성어린 손길

에서 자라야 훌륭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가정의 벗, 79년 11월, 

p.31, 아기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자녀의 가치에서 가장 근대적인 특징은 교육과 투자의 대상으로 등장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대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우

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양성이라는 의미와 질 좋은 노동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차원에서 자녀는 빈곤과 산업화라

는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부와 권력을 

쌓아(장경섭 2009), 그 가족의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대를 전승해 나

가야 하는 존재 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교육적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근대에 들어 시작되었고 점차 이런 관점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지 않던가? 힘에 벅차게 낳아서 먹이지

도 입히지도 못한다면 숫제 아니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다...자식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야 하는 것이다

(가정의 벗, 73년 11월, p.24, 무자식 상팔자의 윤리).

부모의 육아방식이라든지 가정생활을 통한 학습경험 등이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 또한 조기교육 등 입학 전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이

런 데 있다고 하겠다(가정의 벗, 76년 1월, p.52, 자녀의 지능을 높여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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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직접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사회적 담론으로 

힘을 얻게 된다. “자녀가 많으면 의식주는 물론 그들의 교육에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된다(가정의 벗, 81년 6월, p.62)”는 것이다. 아래의 만화는 자

녀수에 따른 가족부양의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많은 가

족의 부모와 자녀가 적은 가족의 부모 표정은 매우 상반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3-5〕 자녀 양육비에 대한 만화 표현 사례

자료: 대한가족협회(1973), 가정의 벗, 10월,  p.29, 가정만평-휴우, 두자녀 가정이 저토록 부러울 
줄이야.

자녀 1명의 양육비가 1천만원이나 든다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대학에 

보냅니까?'라고 대답한다. 나는 두 딸을 대학에 보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할 작정이다(가정의 벗, 76년 8월, p.33, 엄마가 찍은 우리아기).



제3장 자녀 가치와 의미의 변화 59

이런 관점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으로 더욱 확대되어 대통령의 국정연설

에도 등장하게 된다. 담론이 가족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

적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식 담화에서도 이점이 강조

되고 있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옛말을 빌 것도 없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 완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특히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취학전 아동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대통령국정연설, 

경향신문, 1981년 1월 12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소위 ‘이름 석자’

나 깨우쳐주고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자녀를 좋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 혹은 조기 교

육기관에 보내지 않게 되면 자녀가 적절하게 성장ㆍ발달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 우려하는 정도가 되었다(가정의 벗, 88년 3월, p.12, 조기교육은 교육

적 경험).

근대적 교육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자녀 양육의 중심적 가치가 되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다양한 근대적 가치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 중에

서 자녀교육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제3절 근대적 가치의 집중화

자녀에게 부여되었던 다양했던 근대적 가치들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한 가지로 수렴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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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점차 전문화되고 자원의 집중도가 증가한다. 자

녀교육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됨으로써, 가족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가족 갈등의 중심에도 자리 잡게 된다. 가족관계의 모든 것이 점

차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94년도 한 보도

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배우자 상은 자녀교육에 열중하는 것

이었다. 부부는 서로에게 부모로서 자녀교육에 헌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주 생계부양자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의 중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아내는 남편의 역할을 가

계책임(33.3%), 자녀교육(21.8%)으로 답했고, 남편은 아내의 가장 큰 역할

을 자녀교육(34.1%)으로 꼽았다. 또 ‘배우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집안일’ 역

시 아내, 남편 모두 ‘자녀와 함께 지내기’로 응답했다(경향신문,  1994년 5

월 8일, 자녀 양육 교육에 모든 것 건다).

 사회적으로 자녀교육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본격

적으로 자녀교육의 지침서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자녀교육에서 전과 다

른 점은 점차 과학적인,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점점 자

녀교육이 정보의 전쟁과 다름없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도서의 출간이 최근 활발하다. 「젊은 엄마를 위

한 경험 많은 선생님의 충고」(집현전) 「귀여운 내자녀, 이렇게 장하게 키워

라」(혜진출판사) 「엄마, 나를 자신있는 아이로 키워주세요」(서울문화사)

「아빠와 아이」(샘터사) 「우리집 자녀교육 이렇게 한다」(오늘) 등이 근래 

잘팔리는 자녀교육지침서들이다. ....또 번역도서 「아빠와 아이」..는 전통적

으로 자녀교육에서 소외돼온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경향신문. 1991년 6월 24일, 자녀교육지침서 잇달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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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현재의 부모에게도 제일의 가치가 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은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지역적 특성

이 반 되겠지만 몰입도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차이, 지역 자원의 차이, 엄마 취업여부의 차이

에 관계없이 일반적 현상으로 수렴되고 있다. 2012년의 심층면접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난다. 광양시 33세 기혼여성으로 

자녀를 3명 둔 사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기는 진짜 없어서 순천으로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으로 많이 이사 가요. 순천이 차로 15분 거리정도 밖에 안되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수준이. 여기는 진짜 시골이고 순천은 교육도시라고 그

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엄마들이 학구열이 달라요. 주변에 많이들 시켜요. 

기본적으로 1학년 애들 보면 미술, 피아노, 운동을 꼭 시키고 영어도 안하

는 아이들 없는 것 같고(광양 1).

소득이 적고 학원비용이 비싸서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엄마가 직

접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5세 기혼여성으로 자

녀가 3명인 사례는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큰애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것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시키고 있고 제가 저는 이제 영어 전공이 아니라 제가 딱히 봐주는 거는 

책 가지고 아침에 듣는 거 따라서 읽고 이정도 수준인데 전문적으로 보내

고 싶죠. 근데 그거는 못 보내고 있고 비싸더라고요. 

학원으로 보내면 다 한명씩 학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한명씩 한명씩 보

내면 학원비가 너무 지출이 많이 되다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교원에 있으

면서 책으로 많이 공부를 시켜요. 그래야지 셋째까지 다 배울 수가 있으니

까(광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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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내용에서 어는 거의 빠짐이 없다. 앞선 사례에

서도 언급되었지만,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36세 기혼여성으로 자녀가 3

명인 사례의 경우, “방과후 활동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

고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학원

은 어만 일단 1학년 때부터 했는데 개인 그룹과외여서 학원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가서 배우고 오고 운동으로 수 을 하고(대전 1)”있었다.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로서 심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의 교육은 가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일종의 사회적 압박으

로 작용하는 구조가 되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기혼여성의 경

우 자녀가 4명인 사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이제 애들 학원 

같은 거나 그런 거 남들은 사교육 어니 뭐니, 피아노니, 예체능 이런 거 

막 하는데 그런 거를 못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마음이 안 좋

다(대전 2)”는 것이다. 

자녀 교육에 몰입하는 것은 근대적 자녀가치의 초기부터 지속되었던 

것이다.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계층상승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고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

었고,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적게 낳고 최대한 자녀교육에 투자했던 것

이다(배은경, 2012:199~206). 이런 초기 교육 몰입은 현재까지도 정도

를 더하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자녀에 대한 근대적 가치로서 정서적 만족감은 다른 가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주로 다른 근대적 자녀가치들이 정

서적 만족감을 짓누른다. 건강한 자녀의 출산, 아낌없는 교육투자, 자녀

의 안전한 성장,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의 육체적 고통 등이 정서적 만족

감을 능가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의 도덕적 책임의식을 증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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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 인한 정서적 충만함은 빠르게 상쇄된다. 이런 압박이 담론적 차원

에서도 현실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현

대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심층면접 사례 중 과천시에 거주하는 38세 기혼여성으로 자녀 3명인 

경우, 첫째 때는 아이가 너무 좋았으나 둘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

하여 기쁨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딸 낳고서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안 키웠으니까 자유롭게 살았고 

첫 아이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첫 딸은 또 재산이라고 해서 큰 아이는 복

스럽고 그런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았고 저도 몸도 건강했었고 

아이도 건강했었고 했는데…둘째 낳을 때는 제가 임신 할 때 너무 많이 힘

들었었어요(과천 10).

자녀양육기의 어려움은 큰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과천에 거주하

는 31세 기혼여성은 “아이계획은 결혼 후 1년 후에 낳으면 좋겠다는 생각

은 했는데요. 갑자기 생겼어요. 아이가 어쩌다 생기면은 낳기는 하지만, 

육아 스트레스로 절대 다시 그 기간을 겪고 싶지가 않다(과천 8)”는 것이

다. 대체로 엄마들은 출산의 기쁨, 자녀의 정서적 만족을 말하지만 곧이

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말한다. 기쁨을 먼저 말하지만 곧이어 어려움을 

더 많이 말한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7세 기혼여성으로 자녀가 3명

인 경우 이런 점을 볼 수 있다. 

둘째가 안 힘들었고 그리고 둘째가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큰 애를 처음 

보는 순간하고 둘째를 처음 보는 순간하고 전혀 틀렸어요. 큰 애는 두려움

이 더 컸고요. 둘째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 얼굴에 그냥 보였데요. 그 

너무 예뻐하는 모습이 당연히 낳아야지 그냥 그랬어요. 제가 주위에서 볼 

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안 낳기도 하겠지만 요즘 엄마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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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키우는 거 힘들어서 안 낳는 것도 많다고 봐요(광주 5)

그때는 애기를 낳고 싶었죠. 되게 신기했죠. 배속에 뭔가 있다는 게 그리고 

조금씩 크면서 배속에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만약 제 또래 친구들이었으면 

아마 애기를 거의 안 난다고 했을 거예요...태어나서 기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애기가 생기면서 남자나 여자나 부담감 부담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던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처자식을. 서로한테 그런 부담감을 

애기가 태어나고 그런 부담감이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대전 4).

정서적 가치가 주로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내 한 사적 역으로 려

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가치는 가족 내에서 또는 부부사이에서 

또는 부모자녀 간에만 말해지고, 사회적으로 정서적 가치의 의미는 말해

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담론으로써 힘을 가

지지 못하고 있다. 

제4절 자녀에 관한 공적 메시지의 변화

자녀의 근대적 가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기도 하

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의미들이 국가에 의해서 만들

어졌다. 이때의 특징은 정서적 관점보다,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존재로서 매우 도구적 가치로 형성되었다. 

1961년 대학가족계획협회의 창립과 함께 인구억제 정책의 홍보사업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1962년부터 사업조직망의 확대와 함께 보건소 단

위의 가족계획요원에 의해 더욱 본격화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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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98). 이 당시 홍보활동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광범위

하 고, 조직적이었고, 정부의 지원 규모 또한 방대했고 지속적이었다. 

당시의 가족계획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거의 거부반응이 없이 순조롭게 

전파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p.197~198). 이 점은 이당시의 

홍보활동을 통해 자녀의 의미가 새롭게 형성,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이다. 당시 사용된 표어를 중심으로 자녀의 의미 형성과 변화과정을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알맞은 수의 자녀 운동기(1961~1965)는 정책 도입기로써, 최초 

표어는 자녀의 수적 제한에서 오히려 조심스러운 측면이 고려되었다. “소

자녀의 성취는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

으며, 모자보건이나 자녀교육 측면에서도 의의하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계몽이 전개”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p.197~198).

세자녀 운동기(1966~1970)는 피임서비스 계몽에서 서서히 탈피, 개

인에게 자녀수에 관한 동기형성과 인구문제 인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

었다. 그리고 대인 접근적 계몽형태에서 탈피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하 다. 개인에게 가족계획 동기 조성, 모자보건, 가정경제, 자녀교

육 및 가족의 화목과 노후문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신

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이 활용되었다. 

두자녀 운동기(1971~1975)는 성선호 불식과 자녀수 “둘”에 초점을 두었

다. 종래의 이상자녀수가 3남2녀에서 2남1녀로 변화되었고, 이상자녀수를 

1남1녀 또는 두자녀로 감소시킴으로 장기적으로 인구성장을 억제하려는 의

도 다. 1971년 가족계획실천율이 유배우부인(20~44세)중에서 약 25%

고, 이상자녀수가 3.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박차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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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시기별 가족계획 표어 

연도 시기구분 표어 TFR

 1961~
1965

알맞은 수의 
자녀 운동기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61)
◦우리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키우자(‘63)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63)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좋고 자식좋다(‘63)

6.0~5.0

 1966~
1970

세자녀 
운동기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3.3.35)

5.0~4.5

 1971~
1975

두자녀 
운동기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남녀는 평등하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75)
◦임신 안하는 해(‘74)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75)

4.5~3.5

 1976~
1980

가족계획 
생활화기

◦하루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안정
◦좋은환경 밝은가정 알고보니 가족계획

3.1~2.8

 1981~
1985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 

운동기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하루증가 2,000식구 설 땅마저 없어진다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둘 낳기는 이제 옛말 일등국민 하나 낳기
◦여보 !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훌륭하게 키운 딸들 새시대의 주역들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적게 낳아 엄마건강 잘 키워서 아기건강
◦좋은 환경 밝은 가정 알고 보니 가족계획
◦가족계획 실천으로 복지사회 앞당기자
◦신혼부부 첫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2.7~1.7

 1986~
1990

가족계획
사업의 
전환기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늘어나는 인구만큼 줄어드는 복지후생
◦한가정 한자녀 사랑가득 건강가득
◦하나낳아 젊게 살고 좁은땅 넓게 살자
◦한부모에 한아이 이웃간에 오누이
◦지구가 두 개라면 해결될까요
◦엄마건강 아기건강 적게 낳아 밝은생활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교제 건전하게
◦사랑모아 하나낳고 정성모아 잘 키우자
◦낳을생각 하기전에 키울생각 먼저하자
◦내가이룬 가족계획 웃음짓는 우리가정

1.6~1.6

주: 1983년 이후를 한자녀운동기로 분류하기도 함(배은경, 2013)
     시기구분과 시기명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인구정책30년.



제3장 자녀 가치와 의미의 변화 67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 는데,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함과 아울러 여성지위향상 캠페인에서 ‘남녀는 평등하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라는 표어가 등장하기도 하 다. 주부클럽

연합회는 1974년을 ‘임신 안하는 해’, 1975년은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

라는 구호를 제시하 다. 그리고 기존의 부녀자 중심의 계몽에서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했다. 또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계몽이 강화되

었는데, 국방부가 협조하여 예비군 대상(‘72년부터), 산업장 접근, 대학생 

접근, 학교 정규교육에 인구교육을 체계화하기도 하 다. 노동청 또한 가

세하여, 한국노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한 케아,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년회의소, 한국여의사회, 의사단체, 선명회, 삼양타이어 등도 참여

하게 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p.202~204).

가족계획 생활화기(1976~1980)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시와 함께 각급 

훈련기관으로 가족계획 훈련을 확대하면서, 가족계획을 생활화하는 단계

에 접어들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대상집단 또는 지역 특성에 따른 선별

성과 홍보내용의 구체화, 전문화를 강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책적으

로는 소자녀관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규범적 지원방안을 강구하

다. 점차 다른 개발사업과 병행추진, 홍보내용의 정보통로를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하여 추진하 다. 가족계획어머니회를 1977년 새마을 부

녀회로 통합운 하기도 하 다.

이 시기에 다자녀 출산의 야만성을 동물에 비유하는 극단적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만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고등동물은 적게 낳고, 하등동물은 많이 낳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은 무식하고 야만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런 의식이 남아있어,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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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다자녀출산의 야만성에 대한 홍보만화

자료: 대한가족계획협회(1977), 가정의 벗, 5월, p.52.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 운동기(1981~1985)는 인구증가억제 의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5개 분야 49개 시책을 모든 부처가 

해당 사안별로 추진키로 하고, 정책 목표를 2050년 6,100만명 선에서 인

구성장 정지,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 2.1수준으로 억제할 것을 제시하

다. 당시 주요 메시지는 역별로 인구위기인식 제고(3종), 1자녀인식 제

고(3종), 남아선호관불식(2종), 가족계획과 모자보건(1종), 가족계획과 가

정생활(1종), 가족계획과 복지사회(1종), 신혼과 가족계획(1종) 등이었다. 

이 시기 홍보 메시지의 특성은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둘도 많다’는 개념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홍보계몽의 선

도적 기능에 입각하여 2자녀 출산관의 정착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전환기(1986~1990)는 1988년 경제기획원의 신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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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발표(인구증가율 0.9%)를 분기점으로 방향이 변화되었다. 실제로 

가족계획 예산 삭감, 저출산 시대 우려의 목소리 등장, 가족계획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위축된 것이다. 

1988년까지는 인구증가억제, 인구의 양적 측면 홍보 위주 다면, 

1989년부터는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의 내용으로 사업을 보강

하여 홍보를 진행하 다. 홍보 교육의 초점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인구

의 양적 측면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지양되어야 할 당위성 주창과 대상층

별 피임정보제공을 하면서,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는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의 가족계획사업내용을 홍보하여 가족계

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자질 측면의 내용은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보건

교육과 의료서비스,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사업이 중심이었다. 초점이 모

자보건증진, 이웃 간의 사랑교류, 인구문제와 복지, 성차별 불식 등이 강

조되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양적 증가 억제의식이 짙게 남아있었다. 

이와 같은 공적메세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의미 함축의 형성과 변

화를 볼 수 있다. 우선 공적 담론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초기

에는 아동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의미함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측면의 의미부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이 독립

적 인격체로 발견되지 않고, 대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

반에 사랑, 건강 등의 개념이 등장하지만, 양육 또는 교육의 관점에서 대

상화되어있다는 점은 여전했다. 간접적 의미형성 측면에서도, 대부분 경

제적 가치로 표현되었다. 가족계획 초기부터 1990년도까지 공적으로 형

성된 자녀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비용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이제 출산을 장려하

는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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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표어는 가족계획사업추진기와 비교해서 그 방향은 정반대가 되었지

만 의미틀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후 주요 표어(2006~현재)

연도 기본계획 표어

2006~2008.2 1차기본계획

- 아이가 희망입니다
-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
- 아이와 엄마의 일이 함께 쑥쑥 커나가는 환경을 

만듭니다

2008.3~2010 1차보완계획
-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

2011~2013.2 2차기본계획
- 마음을 더하세요
- 행복한 우리아이

2013.3 2차기본계획
-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 평생친구
- 이집저집 아기웃음, 행복퐁퐁 희망쑥쑥
- 허전한 한자녀, 흐뭇한 두자녀, 든든한 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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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족규범 

가족규범은 가족의 형성부터 부부관계, 자녀양육 규범, 부모부양 규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규범도 변

하게 마련이다. 변화의 방향은 전통적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

장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성은 자료 분석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가족 형성과 관련하여 혼인규범을 살펴보자. 1970년대까지 이혼

문제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기러기는 짝이 생기면 절대로 그 

짝을 버리는 법이 없다. 요즘처럼 걸핏하면 상대의 짝을 헌신짝처럼 차버

리는 현대 부부들의 생태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있는 부부지도를 가지고 

있다(가정의 벗, 74년 5월, p.34).” 혼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

이 이상적 가치로 여겨졌지만, 현실 변화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를 들어보

면 1970~80년대에 실제로는 혼인관계의 현실적 변화가 관찰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

적 이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이 늘어나자 자식이 귀찮다는 풍조가 늘어나고 있다

고 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12월에 밝혔었다. 한걸음 나아가서 '자식보다는 

자가용'을 택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될 날도 그리 먼 날은 

아닐게 분명하다(가정의 벗, 80년 1월, p.38). 

도시에 사는 부부들은 돈보다도 '성격차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규범의 지속과 변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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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알려진 적이 있다. 지난 6월초 이정우 교수가 내놓은 조사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같은 큰 도시의 부부들은 1백쌍 중에 36쌍이 '성격차

이'때문에 싸우고 있다. 부부싸움의 원인치고는 제일 많은 게 이 '성격차이'

라는 것이다(가정의 벗, 80년 9월, p.37).

가족법의 규정상으로 보면 이혼하는 부인은 자기 재산이라고 분명하게 밝

혀진 재산만을 가지게 되고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한말씀 더 드리

면 결혼하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단란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도록 서로서로 노력하는 것이, 쉽게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것입니다(가정의 벗, 82년 11월, p.61).

혼인관계의 지속을 이상으로 보면서, 관계의 성격에서 변화를 인정하

기 시작한다. 변화된 것은 이상적인 가족형태와 부부관계에 관한 것이다. 

1970년대 들어 혼인관계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가족형태는 핵가족 중심, 

부부관계는 남녀가 평등한 것을 지향하 다. 

1960년경의 말엽을 비롯해서 1970년에 접어들자 결혼관의 새로운 봉건풍

토가 이루어지고 그 풍토에서는 핵가족만이 알뜰하게 살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타인의 간섭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핵가족 중심인 

가정이 꾸며지게 마련인 것이다....나라가 부강해지면 여유 있는 새로운 결

혼관이 탄생해질 것으로 짐작이 되어 70년대 후반기에는 보다 참되고 보

다 완전한 결혼관과 거기 따른 실천이 있음직도 하지 않는가. (가정의 벗, 

74년 6월)

새롭게 등장하는 부부관계의 풍토가 드러난다. 전보다 더욱 평등한 관

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부관계에서 애정의 중요성 또한 강

조되고 있다. “모든 부부관계는 애정의 바탕위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애정의 결실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다(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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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7월, p.14).” 그리고 “배필이란 때로는 훌륭한 벗이요, 동지이며 보

호자의 관계로 이어진다(가정의 벗, 85년 6월, p.23).” 1980년대 후반에 

들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조된다. 

최근 들어 부부개념도 수직개념에서 수평개념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부부유별, 여필종부 식의 수직적 부부관계는 '친구같이 사는 부부'가 우리 

주변에서 부쩍 늘어나면서 내외간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로 옮겨지고 있

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가정의 벗, 88년 5월, p.19, 특집/젊은이들의 결혼

관 코너).

결혼에 있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니까요……한마디로 아내를 남편에게 밥이나 지어주고 아이나 키우는 사람

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어요…..변화의 징조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

요. 구체적으로는 클라스 메이트끼리 결혼하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이 짙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부상이 전통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가정의 벗, 76년 1월, p.21)

이런 주장이 실제로 평등한 부부관계의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었다. 한편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인의 

위상과 남편의 위상에서 우열을 가리는 언급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모자라면 어떻고, 결함을 많이 가졌으면 어쩌랴. 그 한쪽보다 

나은 편이 양보와 인내로 감싸면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며 부부의 

창조이며, 생활의 하모니라고 하겠다. 하기사 모든 남편들이 아내보다야 

우월해도 해야지만….(가정의 벗, 80년 7월, p.13)

가족규범에서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도 중요한 요소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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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관계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 또는 교

육 규범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부모자녀관계에서 옛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1970년대 후반

에 등장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적 가정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데, “개개 가족원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흔

히 민주적 가정(가정의 벗, 87년 5월, p.17)”이라고 칭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근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특히 부모

들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과 기대는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가고 있는

데 아직도 부모들 중에는 옛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고 있

고 더욱이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에게만 치중하는 고루한 생각 같은 것은 

이제는 마땅히 재검토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가정의 벗, 79년 7월, p.33)

부모 자녀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현재까지 자녀 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고, 특

히 출산과 양육의 문화적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

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자녀 훈육규범은 매우 도덕적인 것이었다. 

부모는 일차적으로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가정교육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런 지적은 1970년대 후반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효는 참된 애정에서 나온다. 참된 애정은 무조건적이며 영원하고 초월적이

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데 있는 것이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은 모

두 참된 애정에서 우러나온 교육이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제일차적인 환

경이다(가정의 벗, 77년 4월, p.27, 효와 애정,)

그러나 가족계획사업 추진 시기동안 일관적으로 강조된 교육의 제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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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은 근대적 교육체계에서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잘 키운다는 

것은 아이를 위해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여 교육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교육의 내용은 도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된다. 아래 글은 분명 가족계획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

이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개인 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분명

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 또는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하려

면 우선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을 물려주어야 하겠고, 또 정신

적인 올바름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물려주기 위하여

는 현실은 너무나 급박하고도 무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

하여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거기에 부응하는 내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을 낳기 이전에 자식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만 된다. 그 자식이 성장해서 사회에 참여시켜도 손색이 없게 훌륭하게 키

워야 하는 것이다(가정의 벗, 74년 5월, p.31, 두 딸만 가진 아버지로서). 

1980년 초반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복지까지도 부모책임이라

는 주장까지 나아간다. “부모교육의 궁극목표는 자녀들의 복지에 있으며 

개인의 복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복지도 실로 새 인생의 첫 출발을 좌

우하는 부모의 책임에 있다는 것이다(가정의 벗, 80년 7월, p.23, 정서적 

배려와 지원).” 물론 이런 주장은 가족계획의 취지를 반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서 무슨 수로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 가정의 가난은 악순

환을 하게 되는 것(가정의 벗, 80년 8월, p.13, 가족계획은 복지사회건설

의 터전)”이라는 언급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계획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도 가족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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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정당화 되는 것으로, 국민 교육의 책임이 

부모, 즉 가족에게 지워진 것이다.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이들을 

키우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국민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들(가정

의 벗, 80년 9월, p.22, 현대사회의 책임 있는 부모)”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이런 기조를 무시하고 과도한 출산을 하는 부모들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지칭되기 까지 한다. “경제적 이유로 자녀교육을 제대

로 담당하지 못할 때 부모는 곧 이 아이에게 빈곤의 씨를 심어주는 결과

가 되는 것이다(가정의 벗, 83년 7월, p.21, 과도한 출산은 사회적 범죄). 

다음의 만화는 자녀수와 학자금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적은 자녀를 다 키우면 자녀“학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으면 부모는 “아이들의 노예”가 될 수 있

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림 4-1〕 자녀양육비 부담에 관한 만화

자료: 대한가족계획협회(1976), 가정의 벗, 11월.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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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장과 발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과 지도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부모노

릇을 잘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무사하게 훌륭하게 살아가려면 훌륭한 가정과 자녀를 원한

다면 부모교육 다시 말해서 양친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겠다(가정의 벗, 80

년 2월, p.23, 절실한 부모교육). 

다음 글은 부모는 경쟁사회의 시대에 대비해 자녀수를 줄이고 소자녀

에게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80년대 후반에 경쟁시대의 현실을 지적했다는 점과 이미 합계출산

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간 시점에서도 적은 수의 자녀에게 투자

를 집중하자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사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힘에 의한 노동력보다는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을 익혀야 합니

다. 자녀가 많으면 능력을 개발해 주기 어렵다는 것, 자명한 이치죠. 능력 

없는 사람은 경쟁사회에서 쳐지게 마련 아닙니까?.....이제는 국민 소득도 2

천불을 넘어서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킨

다'는 '사회복지적'인 의미의 가족계획이 필요할 때지요(가정의 벗, 87년 2

월, pp.14~16, 소출산 시대의 3대과제).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은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는 특성을 나타낸

다. 당대의 부모들의 자녀사랑이 너무 과도하며, 이것은 오히려 교육적으

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특성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

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1990년대부터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은 더욱 강

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단순한 몰입을 넘어, 자녀의 세속적 실패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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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책임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자녀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부모 역할이 절

대적인 문화구조에서, 자녀의 세속적 실패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되

는 구조인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사랑지상주의, 애정 지상주의가 되었고, 아이들의 잘못된 행

위는 오히려 모두 어머니의 애정부족으로 그 원인을 돌려버렸다. 이런 추

세는 과보호 속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자녀교육법인 것처

럼 오인되게 되었고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현 사회에서 낙

오자가 되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어머니로 판정받

기에 이르렀으니, 결국 이런 기현상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점수 따기 위

해 전전긍긍하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말았다(가정의 벗, 92년 6월, 

pp.82~83, 원하는 대로 다해 주었는데). 

가족계획사업 추진기부터 점차 강화된 자녀교육 몰입은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심층면접 자료 재분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

재의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과 도덕적 책임감은 이전보다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심층면접 67명 중에서 28명이 자녀교

육에 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 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청도군에 거주하는 24세 기혼여성으

로 자녀1 명을 둔 사례에서 이런 점은 잘 드러난다. 

저는 교육적인 부분도 해주고 싶어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가고 

그러는데 제가 보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애도 가고 싶다 그

러는데 애기 아빠가 자꾸 제제를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제제가 가해지니까. 저는 경제력이 없으

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싶고 자꾸 나오고 싶고 이런 거

예요. 제가 돈을 벌어서 애한테 뭐라도 자꾸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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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나 있는 애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벌어서라도(청도 8).

자녀양육 규범에서 부모가 느끼는 이와 같은 도덕적 책임감의 무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자녀의 인성에 대한 책임, 자녀의 성장과정에 필

요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서 자녀가 세속적 성공

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지워

지는 구조는 1980년대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 확고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젠더규범

젠더규범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차이가 본질적인 것이지만, 사회ㆍ문

화적 과정을 통해 차별 규범이 구성된다는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이재경 

외 2007). 성차이가 불평등하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치와 규범이 작동

하여 젠더 규범으로 고착되면, 이후 이 규범은 견고한 사회구조로 작동하

게 된다. 

젠더규범은 성역할 구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모

성에 대한 규범에 함축되어 있다. 젠더 규범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가 모성담론(motherhood discourses)이기 때문이다. 모성담론

은 좋은 엄마를 위한 규칙이 확립되는 과정이다(Smart 1996). 이런 관점

에서 성별 분업체계에 대한 분석도 모성의 구조적 차원과 연결되어 논의

가 진행되어 왔다(이연정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규범을 주로 성

역할구분과 모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역할구분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가사노

동 및 돌봄노동을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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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사활동의 분담 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21.8%, 주로 부인이하고 남편이 일부 도움을 주

는 비율은 65.8%로 부인의 가사활동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김승권 

외 2012).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87.5%에 해당함으로

써, 양육과 가사활동에서 전통적인 여성중심의 성역할 구분이 아직도 일

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역할구분이 그동안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기인 1970년대 초반에 이런 성역할 구분

은 거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었다. 가사노동을 주부인 여성이 전담하

고, 자녀교육 또한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심하게는 이

런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어글리 우먼’으로 지칭하면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 다. 

주부는 가사노동만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가정관리라는 면으로 바뀌

어졌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가정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가족에게 평화롭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우선 주부는 수입에 알맞은 계획

을 세워서 지출을 하도록 할 것이며, 계획적인 자녀교육 문제, 또는 가족성

장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사람을 올바르

게 길러 낸다는 것이 또한 알뜰한 살림을 하는데 있어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가정의 벗, 73년 2월, pp.16~17, 

알뜰한 살림은 주부의 손에). 

여권 문제만 나오면 지나치게 흥분하며 일부 남성의 책임을 맹공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어글리 우먼. 과연 이와 같은 숙녀들이 새 윤리 속의 탈 요

조숙녀일까? 과거의 우리 여성들이 강(綱)과 윤(倫)과 별(別)의 강요된 질서 

속에서 수줍고 용렬하게 일생을 보낸 억울함을 보상 받기 위한 분방함인

가?(가정의 벗, 73년 11월, p.15, 우리나라의 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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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담론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한 담론의 수준이며, 현실적 행위 강제력은 갖지 

못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여성의 취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성취업의 필

요성이나 그 특수한 사례를 인정하지만, 여성 역할의 핵심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성평등 담론이 확산되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경제활동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주된 역할 변화를 인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이다. 전통적 여성상을 유지하

면서도 현대적 여성의 면모를 갖추라는 모순적 주문을 하고 있었다. 

경제가 허락한다면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모든 일을 성실히 돌보아 남편과 

자녀가 집에 와서 편안히 심신의 피로를 풀수 있는 그런 가정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날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이기에 여성들은 자꾸만 사회로 나오게 되나 보다(가정의 벗, 77년 4

월, p.57, 그렇게도 어려운 가정 직장의 양립).

능력이 있어서 같이 맞벌이도 할 수 있으면서, 가사란 모름지기 여자의 일

이니까 집안일을 분담하자는 등 하지 않고, 멍청한 자식 낳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되 남편 기죽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똑똑하여 너무 나서지 않을 

여자. 이를테면 전통적인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가장 현대적

인 여자의 역할도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다(가정의 벗, 86년 1월 p.23, 여자

는 수퍼맨이 아니다). 

1980년대 중반에도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매우 모순적이었다. 여성의 

취업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은 계속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당시의 드라마에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도전적인” 여

성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는 점을 현실로 지적한다. 동시에 “졸업을 앞둔 

여성들이 굳건히 닫힌 취업의 문을 열어 보려고 애쓰고 있다. 혹시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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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고정적 묘사가 사회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두터운 인식의 벽으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가정의 벗, 86년 1월, p.73)” 우려하고 있다. 이

것은 상반된 규범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도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

사결과(김승권외 2012), 현재까지 여성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역할구분은 여전히 모순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은 강력한 구조로 남아있다. 2012년 심층면접자

료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 사회 자체가 아이 위

주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애 보러 간다 하면 그냥 단순히 여자들 일 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과천 10).” 

　

남편은 니가 잘 하니까 니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라 뭐 그런 식이고 남자

들은 또 접대도 있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거든요. 왜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러려니 하고 그

냥 하죠...8시, 7시까지 야근을 하면 누가저녁을 차려주겠어요. 물론 남편이 

잘 해주는 집은 괜찮겠지만, 대한민국에 남편들이 과연 그렇게 해 줄 수 있

는 남편들이 몇 명이나 될지...(광양 5)

젠더 규범에서 또 다른 초점은 남녀평등에 대한 행위 규범이다. 가족계

획사업 추진 초기에도 남녀평등 규범은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특히 자

녀의 출산에서 남아선호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딸 아들의 차별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자는 새로운 가치이념과 사고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가정의 벗, 74년 1

월, p.9, 가족계획 사업의 새 방향).”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수사적인 



제4장 규범의 지속과 변용 85

표현에 그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남존 여비의 사상이 깨끗이 가시지 않아서 이른바 남

아선호라는 아들 병 환자가 적지 않다. 아들 아들 하다가 여러 공주를 거느

리게 되는 경우는 확실히 아들 병 환자의 못된 버릇이다(가정의 벗, 76년 5

월, p.12, 여자의 팔자).

남녀평등 행위 규범과 관련하여 1970년대 말부터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주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

는데, 이는 당시에 실제로 추진되던 가족법의 개정논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자의 능력이 인정되며 상속권도 남녀 똑같이 

배분하게 되어있다(가정의 벗, 78년 7월, p.11, 가족법 개정과 여성의 지

위향상).” 그러면서 여성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이 그동안 본의든 타의든 쇠사슬에 묶여 있던 존재로부터 벗어나 자

기의 활동분야가 완전히 구축된다면 지금까지 남자들의 일로만 간주되었

던 사회 전반적인 참여에서 남성과 똑같은 자격으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자아의식이 개발될 것이다(가정의 벗, 79년 9월, 

p.29, 정당한 권리는 쟁취하는 것).

1984년에 다시 한 번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문제는 이 

가족법에 담겨져 있는 규정에서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경시하는 조항

이 여러 가지 있고, 이 조항은 앞에서 말한 헌법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가정의 벗, 84년 10월, p.13, 가족법은 왜 고

쳐야 합니까).” 이후부터 여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지속적 주장이 등장한

다. 회교국가의 여성차별 법령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차별적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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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예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

통사고를 당한 회사원 이 모양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재판부는 

'직장여성의 결혼연령은 26세'라고 판정하고 이양의 봉급을 25세까지만 인

정하고 25~56세까지는 가정주부로 계산하여 8백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결했다(가정의 벗, 85년 5월, p.31, 회교국가의 여성차별 법령).

드라마를 예로 들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호주상속 재산상속 

친권행사 등 민법상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성차

별 대우 또한 주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TV 드라마의 남

아선호 취향 또한 여전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가정의 벗, 

86년 6월, p.67, 일용네의 시샘-전원일기 MBC TV).” 그리고 1989년에

는 “가정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가족법(민법 중의 일부)은 그 내용이 철두

철미하게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같은 인간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에서

는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가정의 벗, 89년 2월, pp.18~19, 여성

의 법적지위).” 1989년 12월 19일 제3차 가족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에 따라, 1990년에는 다시 한 번 가족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여성

의 법적권한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형성됨으로써,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

니라 남녀평등에 관한 행위 규범적 강제력을 확보한 것이다.

남계혈통중심의 현행가족법 과감히 개정. 지난 89년 12월 19일 제3차 가

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전 여성의 소원이던 

가족법상 남녀 불평등, 부부불평등의 조항이 대폭삭제, 폐지 내지는 신설

되어 명실 공히 가족법 내에서의 남녀평등 부부평등의 꿈이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가정의 벗, 90년 9월, p.31, 개정가족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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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녀평등 행위규범은 법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담론의 분출을 확인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제도와 관련

된 것으로써, 당시에는 논의 자체가 매우 혁신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

사노동의 문제점과 임금격차 문제도 논의되고(가정의 벗, 80년 10월, 

p.65, 여성의 이중노동),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채용문화를 비판하고(가

정의 벗, 83년 9월, p.73, 남녀차별대우-여성스튜디오), 1989년에는 “기

혼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합리적인 협력체제 확립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가장 큰 의무(가정의 벗, 89, 6월 59, 여성

과 직장생활)”라는 언급도 등장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고용에서부터 

시작하여 배치, 승진, 승급, 정년 그리고 임금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루 빨리 

개선(가정의 벗, 89년 7월, p.59, 근로여성의 노동조건과 경제발전)”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 역시 1980년대에는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 투쟁, 성폭력문

제가 남녀평등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여 담론적 힘을 얻음으로써, 행위규

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된다. 1984년의 경우, “여성운동은 여성 개개

인의 의식을 일깨워 주는 데는 단단히 한몫을 해왔지만 이들의 단합을 도

모하는 데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가정의 벗, 84년 12월, 

p.23, 싫다는데 왜 강요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1985년 세

계여성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참여자의 참관기를 소개하고(가정의 벗, 85

년 9월, p.11, 늦출 수 없는 여성평등권을 위한 투쟁), “1985년 현재 세계 

118개 국가가 여성의 권리와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차별의 배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나라도 한국을 비롯하여 64개국”

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가정의 벗, 85년 7월, p.29, 여성발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잘못된 성인식과 순결 이데올로기 신봉이 통념처럼 돼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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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토에선 여권 이전에 인권의 현주소마저 모호한 현실”이라고 성토하

고 있다(가정의 벗, 91년 6월, p.49, 난무하는 성폭력, 여권제로지대).

그러나 모성에 대한 규범은 오히려 전통적 관점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

을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전체적으로 전통적 모성 관점이 유지되고 있

었다. 모성에 대한 논의는 모유수유를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의 본

성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아동시절의 우수한 성장발육은 성인 때의 건강

을 위하여 기초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어머니는 진실로 자기의 아기를 위

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의 발육에 어머니 자신이 관여하여야 한다(가정의 

벗, 74년 3월, p.16, 엄마젖을 먹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 옆에는 엄

마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모성 관점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심리학자 베른하르트 하센슈타인 교수는 '생후 18개월 동안은 어머니가 늘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인격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짙다. 이 시기의 어머니 

부재는 인생의 폭넓은 전망을 협소하게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성년기에 부

닥치는 사회적 심리적 파탄에 못지않게 어린이의 인격에 해를 미친다'고 

주장. 인간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어린이의 원리를 충족시켜 줄만한 

여건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가정의 벗, 74년 9월, p.37, 아

기 옆엔 엄마가 있어야).

어머니에게 자식은 소중한 것이다. 자식은 소중한 만큼 애지중지 키워서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애쓰는 게 바로 부모의 도리다. 그러나 어

머니의 힘에 부칠 정도로 자식이 많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정에서 

천대받은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나온 뒤에는 말썽 많은 문제아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여자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에서 출산의 고통, 

그리고 그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기 까지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어머니가 되는 도리>란 누구나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길이다(가정의 벗, 74

년 12월, p.5, 참된 어머니가 되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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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가정의 벗, 80, 6월 

9, 모정의 신비)”이며, “어머니는 자식과 더불어 일심동체가 되는 경험에

서부터 남남처럼 되는 양극간의 경험을 모두 겪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존

재다(가정의 벗, 81년 9월, p.15, 외유내강이 현대 어머니의 슬기).” “맹

목적 희생, 과잉보호, 그런 것이 모성애의 본질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에

게 자립심, 용기, 지혜, 정의감, 건강, 원만한 애정 등을 물려주는데 최선

을 다한 어머니가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어머니상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

(가정의 벗, 81년 9월, p.17, 버려야할 맹목적 희생).” 이와 같은 모성 담

론은 1980년대 말까지 모유수유를 주제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엄마 젖

을 아기에게 빨리는 것은 아기의 건강 및 정서적인 면에서 좋을 뿐아니

라, 엄마에게도 아기에게 젖을 물림으로써 아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엄

마로서의 행복을 느끼게 한다(가정의 벗, 89년 10월, p.69, 산후생리와 

회복)”는 것이다.

제3절 노동규범

노동규범은 작업장에서 통용되는 행위 규범으로써 노동자의 행위에 

향을 미치는 기준을 말한다. 이와 같은 노동규범은 언어체계를 통해 형성 

유포되며, 규범의 강제성으로 인해 작업장에서는 노동통제의 수단이 되

기도 한다(김왕배 2001). 노동규범은 작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

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작업장과 작업장 밖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과 무관하게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이상적인 노동규범

으로 작동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노동규범에 의해서 크게 향 받

을 것이다. 



90 출산 및 양육의 사회ㆍ문화적 환경 분석

 박해광(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한 기업의 사보에 실린 웅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남들보다 이른 출근/30여 년을 구매파트에서 지내온 인생/ 한 우물을 판/ 

정열을 가지고 활동했던/ 회사생활이 당장 마감되더라도 자신이 여지껏 

벌여놓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주의자/ 내일이 이 세상의 종말일

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 충실한 사람

이것은 일종의 ‘노동자 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설정한 ‘경

이념’이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경

이념은 작업장에서 작동하는 전형적 노동규범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주요 그룹의 경영이념(1994)

그룹 경영이념

현대 근면, 검소, 친애

삼성 인류의 공동이익을 실현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자

대우 창조, 도전, 희생

롯데 적극적으로 일하자, 합리적으로 일하자, 국가사회에 기여하자

자료: 김왕배(2001), 151쪽 표의 일부

김왕배(2001) 연구에 따르면, 경 담론은 공동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기

본적으로 집단의 화합과 우애 등을 강조하고, 조화와 안정을 덕목으로 한

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성은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 보금자리, 정, 양

보, 화합, 신뢰, 순종, 갈등과 대립의 종식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남녀를 떠나서 노동자로서 직장에 대한 헌신적 태도는 노동시간 이외

의 생활에 대한 고려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노동규범이 작동하는 사회

에서 여성 또는 가족친화적 생활이나 남성의 가사참여는 사실상 매우 어

려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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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범으로서 시간에 대한 통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24시간이라는 시간형식에 의해서 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시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말해주기

도 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은 수준이다. 연간 근로시간이 멕시코는 2,237시간, 한국은 2,163시간이

었다. 가장 적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1,380시간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30

위로 1,489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 노동자는 가사노동으로부터 방해받

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이 규범으로 작동하는데(Hook 2010, p.1485), 

한국에서 이와 같은 규범이 엄격히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

   주: 2014년 10월 14일 자료 추출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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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근로시간 규범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의 경

우 경제활동 자체를 제한하게 된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이러한 규범적 한계와 연관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성역할과 관련된 노동규범에 따라서도 향을 받고 있다. 한

국에서 여성의 취업은 전통적 규범에 따르면 권장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취업 관련 규범은 동시에 젠더 규범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1985년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가정에만 전념하겠다는 경

우가 전체의 27.8%, 결혼하기 전까지만 직장을 갖겠다는 경우가 21.6%, 

자녀성장 후 취업 8.9%, 가정에 관계없이 취업을 하겠다는 경우 23.5%

로 나타났다(한국의 사회지표(상) 1주 평균 52.5시간노동, 매일경제, 

1985, 1. 25).

1980년대에 여성취업은 결코 긍정적 시선을 받지 못했다. “남성에게 

직장에서 왜 대졸 여성을 기피하는가 물어보면 여자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고급여성은 쉽게 부릴 수가 없어 불편하다(가정의 벗, 83

년 9월, p.73, 남녀차별대우-여성스튜디오)”는 것이다. “여자가 사회진

출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만큼 남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여자는 기가 드

세어진다는 잠재된 관념(가정의 벗, 86년 4월, p.69, 봄은 여자의 계절이

라는 데-남자의 계절 MBC TV)”이 드라마에 묘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한다. 

드라머에서 그려지는 주부이자 아내이고 직장인인 어머니는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일쑤이다. 남편은 오죽 

못나서 마누라를 돈벌이시킬까 하는 자격지심으로 아내의 마음을 할퀴고, 

아이는 엄마가 출장간 사이에 병이 나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소홀한 며

느리를 섭섭해 하고(가정의 벗, 86년 7월, p.67, 그런 장면은 이제 그만 사

절이다_드러머 게임 KBS 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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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한 여성에 대해 퇴직을 강요하던 회사가 고발

당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간간히 눈에 띈다(가

정의 벗, 87년 5월, p.57, 균형 있는 발전).” 뿐만 아니라 채용기준에 용모

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성격이 순종적인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아직도 여성들의 취업문이 바늘구멍만큼 좁으며 채용기준도 용모, 연줄, 

순종적인가의 여부 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면 퇴직해

야 한다든지, 여성들의 정년을 30세로 규정한다든지 하여 설사 취업을 한

다 해도 승진은커녕 얼마나 다닐 수 있을 지 불안하기만 하다(가정의 벗, 

87년 10월, p.33, 여성 상위 시대 유감)

“아직도 여성은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들만의 경쟁도 치열한데 여성들까지 끼어드는 게 못마땅해서 그럴 

것이다(가정의 벗, 88년 1월, p.35, 숙명여대 미술대학장).” 그리고 “자

기 일에 성심 성의껏 임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결국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조롱이 곁들인 수근거림을 듣게 되는 사례까지도 생기게 된다(가

정의 벗, 88년 3월, p.33, 여성과 직업).”

현재는 여성의 노동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 2012년 심층면접 자

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 자체가 아이 위주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애 보

러 간다 하면 그냥 단순히 여자들 일 이라고 생각(과천 10)”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시간에 대한 압박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이다. 

평일에는 바쁘니까 주 5 일 내내 늦게 올 때두 있고 거의 3회 이상은 늦게 

와요. 애들이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다녀오셨어요”해요(광양 1).

제가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셋째를 낳았어요. 만약에 병원에

서 교대 근무나 교대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나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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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계를 들어가면 그 안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빠듯했

다면 저는 절대로 애 안 낳았어요(광양 2).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직장에서 가족 일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남성으로서 바람직한 근무태도로 보지 않은 규범이 작동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를 주장하는데 동료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그

에 따른 불이익을 조직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개인이 감수하도록 하는 조

직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통 맞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가 아프면 보통 엄마가 쉬잖아요. 그

런데 아빠도 회사에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

겠어요(과천 4).

둘은 이미 휴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직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된 거죠. 아직까지도 조직 내에 자유롭게 휴직을 하기 에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

는 것은 주변 사람이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

문에 이제 여전히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과천 7).

직장에서 작동하는 노동규범은 결국 출산과 양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 중 누구든 한명만이날도 취업하고 있는 상태라

면 그 사람의 직장에서 작동하는 노동규범이 그 가족의 일상에 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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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자녀양육의 문화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화적 

측면을 가치, 규범, 제도의 세 요소로 구분하 다. 앞서 가치와 규범의 측

면을 살펴보았으며, 본 장에서는 제도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도의 측면은 출산과 자녀 양육활동에 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생활, 노

동시장, 교육제도 부분을 고찰한다. 특히 현재까지 형성 변화과정을 거친 

가치와 규범들이 제도적 현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지 초점을 둔다. 

제1절 가족생활의 변화

  1. 여성의 가족생활

본 절에서는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의 생활과 가족부양부담의 변화를 

살펴본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사회로 성장

해 나아감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도시진출로 인한 전통적인 여

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여성의 삶의 변화는 혼인의 패턴, 가

족구조 및 가정 내 성역할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여성의 

삶의 변화는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특징들을 교육 및 취업, 

혼인패턴, 미혼여성 비율 및 1인가구와 가정 내 가사분담 특성들을 중심

으로 고찰한다.

우선, 경제발전과 함께 일어난 변화 중,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에서 일어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일 것이다. 여성 취업자를 교

육정도 별로 나누어 보면 그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1980년에는 전

출산과 자녀 양육의 
제도적 현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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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여성 취업자 중 초졸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고, 대

졸 이상은 2.5%로 여성 취업자 중 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1995년에 취

업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정도는 고졸로 39.2%를 차지

했다. 그 이후로 초졸이하나 중졸은 여성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

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고졸 및 대졸 이상자들의 구성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고졸자가 37.9%, 대졸 이상자가 36.8%로 거의 비슷한 비

율을 구성하여, 전체 여성 취업자 중 고졸 이상자가 약 75%를 차지하기

에 이르렀다. 

〈표 5-1〉 여성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

(단위: %)

연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980 66.0 17.1 14.5 2.5

1985 51.6 19.8 23.6 4.9

1990 40.6 20.1 31.1 8.2

1995 29.6 17.7 39.2 13.5

2000 24.8 16.3 39.7 19.2

2001 23.7 15.5 40.4 20.4

2002 22.4 15.1 40.8 21.7

2003 20.6 13.6 41.0 24.8

2004 19.5 13.3 41.1 26.1

2005 19.0 12.9 40.6 27.6

2006 18.3 12.3 39.9 29.4

2007 17.7 11.6 40.0 30.7

2008 16.9 11.5 39.3 32.3

2009 16.4 11.2 38.9 33.5

2010 15.4 11.1 38.9 34.5

2011 14.9 11.0 38.8 35.3

2012 14.4 11.0 37.9 36.8

자료: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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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전체 취업여성 중 중졸이하가 80% 이상을 차지하던 양상과 

비교하면, 취업여성의 교육수준 구성비가 1980년대와 2010년대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고졸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취업자들의 과반수를 넘어섰고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4.3%로 남학생보다 높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의 초혼 연령에서의 변화도 불러왔다. 한국

사회 결혼연령이 해마다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 연령이 증가했지만, 남성보다 특히 여성의 초혼 연령이 더 빠

른 폭으로 늦어지고 있다. 약 30년 전인 1981년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

대 초반인 23.0세 다. 1981년 이후 여성의 초혼 연령은 10년 마다 각각 

1.8세, 2.0세, 2.3세씩 증가하면서 늦어져 1981년부터 2012년 30여 년 

동안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무려 6.4세 증가했다.

〈표 5-2〉 여성 평균 초혼 연령 변화

(단위: 세)

연도 연령 연도 연령

1981 23.0 2006 27.8

1991 24.8 2007 28.1

2000 26.5 2008 28.3

2001 26.8 2009 28.7

2002 27.0 2010 28.9

2003 27.3 2011 29.1

2004 27.5 2012 29.4

2005  27.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 연도

 초혼연령 증가율이 1980년대나 1990년대 보다 2000년대에 커짐에 

따라, 2000년에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20대 중반을 넘어서 26.5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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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29.4세로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대 가

까이로 늦어지기에 이르렀다.

미혼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1980

년대부터 2010년 까지 결혼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의 미혼비율이 30년 동

안 크게 변화한 양상을 볼 수 있다. 1980년에는 25세에서 29세까지 미혼

여성비율이 14.1% 고, 30세에서 34세까지의 미혼여성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에는 25~29세와 30~34세의 미혼여성 비율은 

각각 40%와 10%를 넘어섰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르러서는 2010년

에는 25~29세, 30~34세의 미혼비율이 각각 70%와 30% 가까이 이르

렀다. 예전에는 30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여겨졌던 반면, 

이제는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결혼하는 여성보다 더 많아지

고 있어 앞으로도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점점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5-3〉 연령별 미혼여성 비율

                                                                                       (단위: %)

연도 연령대별 비율

1980년
25~29세 14.1
30~34세  2.7

1985년
25~29세 18.4
30~34세  4.2

1990년
25~29세 22.1
30~34세  5.3

1995년
25~29세 29.6
30~34세  6.7

2000년
25~29세 40.1
30~34세 10.7

2005년
25~29세 59.1
30~34세 19.0

2010년
25~29세 69.3
30~34세 29.1

자료: ‘도표로 보는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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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와 평균 초혼의 연령 상승 및 20대 후

반, 30대 초반 미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그 결

과로,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이고 그 

중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더해, 2010년에는 총 1인 가구 수 4,142,165 중 여성1인 

가구 수는 2,217,824 고, 미혼 여성 1인 가구 수는 733,185로 전체 1

인 가구 수의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여성 1인 가구 수

(단위: 가구수)

연도 가구 가구수

2000년

전체 1인 가구 2,224,433

여성 1인 가구 1,279,437

미혼여성 1인 가구 380,811

2005년

전체 1인 가구 3,170,675

여성 1인 가구 1,752,782

미혼여성 1인 가구 573,121

2010년

전체 1인 가구 4,142,165

여성 1인 가구 2,217,824

미혼여성 1인 가구 733,18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인 가구, 각 연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나 미혼여성 가구 증가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

회적 지위 변화 및 전통적인 결혼이나 그 연령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의 삶의 변화는 미혼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일어

난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결혼 후 삶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왔

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전체 43.5%로 기혼여성의 많은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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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혼여성들

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문제시 되는 것이 이른바 ‘일과 가족 

그리고 삶의 조화‘이다. 과거에는 가사일 대부분을 여성이 집안에서 담당

하는 구조로 일관되어 왔지만,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노동도 가정 내에서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 평등한 노동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평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31분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하루 평균 31분, 여성은 4시간 

23분으로 놀랍게도 여전히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은 시

간을 가사노동에 할애 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일에 남

성은 가정관리가 19분, 가족보살피기는 12분으로 가정관리시간이 가족

보살피기보다 7분 정도 긴 반면, 여성은 가정관리가 3시간 8분, 가족보살

피기는 1시간 15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중 특히 음식

준비 및 정리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남

성에 비해 시간 할애 비율도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정리하는 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혼자일하는 경우와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

면, 여성의 경우가 혼자 일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보살피기 항목은 단연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

니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경우보다는 가족이 나누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미취학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는 있지만, 이 

항목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42분 남성은 7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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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평일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전체 혼자 가족과 함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2:31 0:31 4:23 1:38 0:15 2:56 0:51 0:16 1:23

가정관리 1:47 0:19 3:08 1:38 0:15 2:56 0:07 0:04 0:09

음식준비 및 정리 0:56 0:06 1:42 0:53 0:05 1:38 0:03 0:01 0:04

의류관리 0:13 0:01 0:24 0:13 0:01 0:24 0:00 0:00 0:00

청소 및 정리 0:21 0:05 0:36 0:20 0:04 0:35 0:01 0:01 0:01

집관리 0:03 0:03 0:04 0:03 0:02 0:04 0:00 0:00 0:00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10 0:03 0:18 0:07 0:01 0:12 0:03 0:02 0:03

가정경영 0:03 0:02 0:04 0:02 0:01 0:03 0:00 0:00 0:00

가족보살피기 0:45 0:12 1:15 0:00 0:00 0:00 0:44 0:12 1:14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26 0:07 0:43 0:00 0:00 0:00 0:26 0:07 0:42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0:14 0:03 0:24 0:00 0:00 0:00 0:13 0:03 0:23

배우자보살피기 0:03 0:01 0:05 0:00 0:00 0:00 0:03 0:01 0:05

부모 및 조부모보살피기 0:01 0:01 0:02 0:00 0:00 0:00 0:01 0:01 0:02

그 외 가족보살피기 0:01 0:00 0:02 0:00 0:00 0:00 0:01 0:00 0:02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가정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며 많

은 부분을 여성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 노동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남성은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조력자의 역할 정도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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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교육정도가 변화하는 것만큼 가정 내의 노동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맞벌이가 보편적 가족

규범으로 정착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역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

는 상황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보살펴야 할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줄어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일

과 가정 그리고 삶의 조화는 여성에게 더욱 어려운 이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2. 가구의 소득과 지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던 사회적 기능이 현대 들어서 국가와 사회

에게 위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가족기

능 분화가 진행되어, 노동력 재생산과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는 가족

에서 국가 또는 사회로 분담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03~2013)를 이용하여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를 분석하 다. 특히 교육비 등의 변화과

정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수는 

2003년 3.5명에서 2006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3.3명을 지속하며 감

소하 다. 반면, 가구주 연령은 2003년 45.3명에서 2013년 49.7명으로 

증가하 다. 한편, 소득은 2010년을 기준으로 100이라 했을 때 2003년 

72.4%에서 2013년 11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수지 항목별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식료품ㆍ비주류음료 지출이 지난 10여년간 감소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지출은 200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

는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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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가계수지항목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구원수(명) 3.5 3.4 3.4 3.3 3.3 3.3 3.3 3.3 3.3 3.3 3.3 

가구주연령(세) 45.3 46.2 46.7 47.3 47.9 48.0 48.2 48.5 49.0 49.2 49.7 

소득(%)1) 72.4 76.8 79.8 83.7 88.1 93.4 94.5 100.0 105.8 112.3 114.6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비주류음료 15.0 15.1 14.6 14.2 13.8 14.1 13.8 13.9 14.2 14.2 14.0 
류·담배 1.4 1.5 1.5 1.5 1.4 1.3 1.2 1.2 1.2 1.1 1.1 
의류·신발 6.6 6.3 6.3 6.3 6.4 6.2 6.1 6.4 6.5 6.8 6.8 
주거·수도· 광열 9.9 9.7 9.8 9.9 9.7 9.7 9.8 10.1 10.1 10.4 1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5 3.4 3.6 3.5 3.7 3.5 3.6 3.8 3.8 3.8 4.0 
보건 5.8 5.7 5.9 6.2 6.4 6.2 6.5 6.7 6.5 6.5 6.6 
교통 11.7 11.6 12.0 12.5 12.4 12.4 12.4 11.9 12.3 12.3 12.4 
통신 7.4 7.3 7.0 6.8 6.7 6.3 6.2 6.1 6.0 6.2 6.2 
오락·문화 5.9 5.5 5.4 5.4 5.3 5.2 5.2 5.5 5.4 5.5 5.6 
교육 11.0 11.3 11.3 11.4 11.9 12.8 13.5 13.0 12.3 11.7 11.4 
음식·숙박 13.8 14.2 13.8 13.4 13.5 13.6 13.0 12.7 12.5 12.7 12.9 
기타 상품·서비스 8.2 8.5 8.6 8.9 8.8 8.7 8.6 8.9 9.2 8.8 8.2 

  

   주: 1) 소득은 2010년을 100으로 하여 증감표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같은 기간 맞벌이 가구에 대한 월평균 가계수지는 아래 표와 같다. 우

선 가구원수는 2003년 3.7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3년 3.5명으로 나

타났다. 2인 이상 전국가구와 비교할 때 맞벌이가구의 가구원수가 더 많

고, 가구주 연령 역시 2003년 44.4세에서 2013년 47.5세로 2인 이상의 

전국가구(각각 45.3세, 49.7세)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지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음식ㆍ숙박 지출의 비중이 2인 

이상 전국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다

른 계층에 비해 적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교육비는 2003년 12.4%에서 2009년 15.1%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같은 기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

계수지는 각각 11.0%, 13.5% 다. 맞벌이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전국 2

인 이상 가구의 교육비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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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맞벌이)

가계수지항목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구원수(명) 3.7 3.7 3.6 3.6 3.6 3.7 3.6 3.6 3.6 3.5 3.5 

가구주연령(세) 44.4 44.9 45.0 45.3 45.6 45.5 45.9 46.5 46.9 47.4 47.5 

소득(%)1) 70.7 75.7 79.5 83.8 88.3 94.9 95.3 100.0 107.3 112.7 116.2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비주류음료 14.0 13.9 13.5 12.7 12.5 12.6 12.5 12.5 12.8 12.8 12.6 
주류·담배 1.4 1.5 1.5 1.5 1.4 1.3 1.2 1.2 1.2 1.1 1.1 
의류·신발 6.6 6.2 6.5 6.3 6.4 6.3 6.2 6.5 6.6 7.0 7.1 
주거·수도· 광열 9.2 9.0 8.8 8.9 8.7 8.7 8.6 8.7 9.0 9.4 9.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3 3.3 3.4 3.2 3.4 3.5 3.5 3.9 3.8 3.8 4.1 
보건 4.8 4.8 5.0 5.2 5.0 5.0 5.6 5.7 5.8 5.5 5.6 
교통 11.9 12.0 12.2 13.5 13.2 12.6 13.3 12.6 12.9 13.0 13.0 
통신 7.7 7.6 7.1 6.9 6.8 6.4 6.3 6.1 6.0 6.3 6.2 
오락·문화 5.6 5.2 5.3 5.2 5.0 4.9 5.1 5.3 5.2 5.3 5.6 
교육 12.4 12.5 12.6 12.8 13.8 14.8 15.1 15.0 14.2 13.4 12.8 
음식·숙박 14.7 15.3 14.9 14.4 14.6 14.5 13.8 13.4 13.3 13.5 13.8 
기타상품·서비스 8.4 8.8 9.1 9.3 9.0 9.2 8.8 9.1 9.2 8.8 8.5 

   주: 1) 소득은 2010년을 100으로 하여 증감표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렇다면, 가구에서 느끼는 주관적 부양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위해 통계청의 사회조사(1999~2013)를 활용하여 만 15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소득만족 정도는 지난 15년간 큰 차이가 없이 불만족으로 응답

한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성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만족이 감소하 는데, 초졸 이하의 

불만족 정도는 1999년 53.5%에서 2013년 64.6%로 점차 증가하여 불만

족이 심화되었다. 혼인상태에서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는 유배우 또는 미

혼에 비해 소득 불만족 비율이 크게 높았고, 가구소득은 증가할수록 소득

불만족 정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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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특성별 소득만족도(1999~2013년)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잘모름

1999

전체 10.0 40.9 47.9 1.1 

성별
남자  9.7 40.6 48.8 0.9 

여자 10.6 41.3 46.5 1.5 

교육
정도

초졸 이하  7.1 37.6 53.5 1.8 

중졸  7.1 38.1 53.3 1.5 

고졸  9.5 42.1 47.2 1.1 

대졸 이상 15.0 43.0 41.4 0.5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2 32.8 60.8 1.3 

100∼200만원  8.0 41.5 49.9 0.7 

200∼400만원 17.6 47.3 34.8 0.3 

400만원 이상 37.3 40.5 21.6 0.7 

2007

전체 10.0 36.5 53.5 -

성별
남 10.1 36.2 53.7 -

여  9.9 37.0 53.2 -

교육
정도

초졸 이하  7.1 33.9 59.0 -

중 졸  7.2 31.3 61.5 -

고 졸  8.4 36.3 55.4 -

대졸 이상 14.0 39.4 46.6 -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4 29.5 65.1 -

100∼200만원  5.5 32.8 61.6 -

200∼300만원  9.1 38.2 52.6 -

300∼400만원 13.2 42.0 44.9 -

400∼600만원 18.6 44.4 37.0 -

600만원 이상 28.6 40.4 31.0 -

2013

전체 12.0 39.0 48.9 -

성별
남자 12.2 39.0 48.7 -

여자 11.8 38.9 49.3 -

교육
정도

초졸 이하  5.7 29.7 64.6 -

중 졸  6.2 36.8 56.9 -

고 졸  9.6 38.8 51.6 -

대졸 이상 17.9 43.0 39.0 `-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3 25.2 71.5 -

100∼200만원  5.8 34.7 59.6 -

200∼300만원  8.7 42.3 48.9 -

300∼400만원 12.5 45.2 42.3 -

400∼500만원 미만 17.7 47.2 35.1 -

500∼600만원 25.2 44.6 30.1 -

600만원 이상 37.1 41.2 21.8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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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만족도 분석결과, 성별 만족도는 3개 년도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비생활 불만족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높아

질수록 소비생활의 불만족이 낮아졌는데 초졸 이하의 경우 소비생활 불

만족 정도가 1999년 42.9%에서 2013년 52.4%로 크게 증가하 다. 혼

인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는 미혼 또는 기혼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았는데 

2007년과 2013년에는 각각 62.0%, 59.7%로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은 증가할수록 소비생활 불만족 정도는 

작아졌다.

〈표 5-9〉 특성별 소비생활만족도(1999~2013년)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잘모름

1999

전체 10.6 43.0 41.6 4.8 

성별
남자 10.6 43.8 41.4 4.2 

여자 10.7 42.3 41.7 5.4 

교육 
정도

초졸 이하  7.0 40.9 42.9 9.2 

중졸  9.2 41.7 41.9 7.2 

고졸 10.6 44.0 42.6 2.8 

대졸 이상 16.9 44.6 37.2 1.4 

혼인 
상태

미혼 11.3 43.2 38.1 7.4 

유배우 11.0 43.5 42.8 2.7 

사별  7.2 39.7 39.6 13.6 

이혼  5.0 36.2 55.7 3.2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6.5 53.3 4.4 

100∼200만원  9.6 45.6 43.2 1.6 

200∼400만원 18.0 48.8 32.5 0.8 

400만원 이상 34.3 42.4 21.9 1.3 

2007

전체 10.2 43.6 46.3 -

성별
남 10.4 44.4 45.2 -

여  9.9 42.8 47.3 -

교육 
정도

초졸 이하  6.9 42.6 50.5 -

중 졸  9.3 41.7 49.0 -

고 졸  8.9 42.3 48.7 -

대졸 이상 14.3 47.0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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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서 만족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히 양

육 및 교육비 지출 변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해서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2007~2013년)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잘모름

혼인 
상태

미 혼 12.1 45.0 42.9 -

배우자 있음  9.8 43.5 46.7 -

사 별  7.9 43.3 48.8 -

이 혼  5.2 32.8 62.0 -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1 43.9 46.0 -

100∼200만원  6.2 35.6 58.3 -

200∼300만원  6.2 40.3 53.4 -

300∼400만원  9.4 45.5 45.2 -

400∼500만원 13.6 49.9 36.5 -

500∼600만원 18.8 51.4 29.7 -

600만원 이상 25.6 50.1 24.3 -

2013

전체 13.6 46.7 39.6 -

성별
남자 13.4 47.7 38.9 -

여자 13.9 45.8 40.3 -

교육 
정도

초졸 이하  6.8 40.7 52.4 -

중 졸  6.8 45.6 47.7 -

고 졸 11.6 46.6 41.9 -

대졸 이상 20.2 49.6 30.3 -

혼인 
상태

미 혼 15.0 48.6 36.3 -

배우자 있음 14.2 47.7 38.0 -

사  별  8.5 39.5 52.0 -

이  혼  6.1 34.2 59.7 -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2 33.5 61.3 -

100∼200만원  7.3 43.5 49.2 -

200∼300만원 10.0 50.0 40.1 -

300∼400만원 14.3 53.7 31.9 -

400∼500만원 19.4 53.2 27.5 -

500∼600만원 28.4 50.8 20.8 -

600만원 이상 38.3 45.4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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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교육비는 최근에 오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7년 

22.2%, 2010년 24.0%, 2013년 23.9%로 2007년 이후 증가추세이나 

2013년은 2010년대비 0.1%p 감소하 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생의 사교

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 중 일반고만을 고려했을 때는 일반

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3년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개년도 모두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 이외 거주하

는 경우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고, 일반고 여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성별과 학교급 별을 고려한 사교육비 지출 중 가장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상위 10% 이내일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요인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사교

육비 지출은 높아졌고,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와 대학원졸인 경

우 사교육비 지출은 약 4배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인 두 집단의 사교육비 차이는 2007

년에는 약 9배인 반면 2013년에는 약 6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특성별 사교육비(2007~2013년)

(단위: 만원)

연도 특성별 평 균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고

　2007

전체 22.2 22.7 23.4 19.7 24.0 

지역별
대도시 24.6 24.7 26.2 22.7 28.0 

대도시 이외 20.2 21.1 21.0 17.0 20.3 

성별
남 자 22.3 22.6 23.9 19.2 23.7 

여 자 22.1 22.8 22.7 20.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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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특성별 평 균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고

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30.0 29.0 35.2 26.8 32.8 

11∼30% 26.6 25.7 30.2 25.3 30.8 

31∼60% 21.0 20.3 23.5 20.0 23.9 

61∼80% 15.9 15.5 16.9 15.1 18.5 

하위 20% 이내 12.0 12.3 11.2 12.6 15.8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8.9 9.5 10.1 7.5 9.9 

고  졸 17.1 18.2 17.7 14.6 18.1 

대  졸 28.5 27.0 31.5 29.0 31.8 

대학원졸 36.4 31.1 43.3 42.0 44.1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0.0 10.2 11.4 8.8 11.3 

고  졸 19.3 19.9 20.3 16.9 20.5 

대  졸 30.6 28.0 35.1 34.2 36.9 

대학원졸 39.6 33.6 48.2 46.7 49.5 

맞벌이별
외벌이 22.6 22.9 23.6 20.7 25.8 

맞벌이 22.4 23.1 24.0 19.4 22.8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5.3 6.2 5.4 3.9 5.5 

100∼200만원 10.7 12.3 11.3 7.2 9.4 

200∼300만원 17.7 19.0 18.7 14.0 16.6 

300∼400만원 24.1 24.4 26.1 21.3 23.9 

400∼500만원 30.3 29.7 32.5 29.1 31.8 

500∼600만원 34.4 32.3 38.3 34.6 37.2 

600∼700만원 38.8 35.0 41.5 44.2 47.0 

700만원 이상 46.8 41.6 51.1 53.8 57.0 

2010

전체 24.0 24.5 25.5 21.8 26.5 

지역별
대도시 26.6 25.7 27.1 27.4 31.9 

대도시 이외 22.1 23.7 24.2 17.1 21.4 

성별
남 자 23.4 24.4 25.7 19.7 24.7 

여 자 24.7 24.6 25.3 24.2 28.5 

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30.5 29.3 36.1 27.0 32.5 

11∼30% 28.2 28.1 31.6 25.0 30.3 

31∼60% 25.3 25.7 27.6 22.2 27.0 

61∼80% 21.5 22.2 21.9 19.8 24.4 

하위 20% 이내 16.6 18.0 14.0 16.9 20.4 



112 출산 및 양육의 사회ㆍ문화적 환경 분석

연도 특성별 평 균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고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9.0 10.6 9.6 7.6 11.5 

고  졸 18.1 19.4 19.4 15.0 18.5 

대  졸 30.1 28.6 32.7 30.5 33.5 

대학원졸 38.8 34.8 41.7 43.1 44.7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9.2 10.1 10.2 8.0 11.7 

고  졸 19.9 20.7 21.5 17.3 21.0 

대  졸 32.4 29.9 35.5 35.3 38.1 

대학원졸 40.8 37.0 41.7 47.6 50.2 

맞벌이별
외벌이 24.1 24.1 25.7 22.5 28.3 

맞벌이 24.7 25.6 26.2 21.8 25.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6.3 7.1 6.9 4.7 6.8 

100∼200만원 10.3 12.1 10.6 7.9 11.0 

200∼300만원 17.0 18.1 18.6 13.4 16.4 

300∼400만원 24.0 24.3 25.9 21.3 24.1 

400∼500만원 29.8 29.5 32.1 27.9 30.1 

500∼600만원 36.2 35.3 38.3 35.5 37.4 

600∼700만원 40.4 37.9 43.4 41.7 43.2 

700만원 이상 48.4 44.9 49.4 52.7 55.7 

2013

전체 23.9 23.2 26.7 22.3 26.2 

지역별
대도시 27.1 24.6 29.9 28.2 33.3 

대도시 이외 21.5 22.1 24.4 17.8 20.8 

성별
남 자 23.5 23.0 26.4 21.4 25.7 

여 자 24.3 23.3 27.1 23.3 26.8 

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31.6 28.9 38.8 28.8 33.8 

11∼30% 28.3 26.5 33.9 25.8 30.1 

31∼60% 25.1 24.0 28.6 23.6 27.9 

61∼80% 21.1 20.8 22.1 20.4 23.9 

하위 20% 이내 16.2 17.6 14.7 15.5 18.1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0.1 10.5 12.1 8.5 12.0 

고  졸 18.2 18.4 20.5 15.8 19.3 

대  졸 29.0 26.1 33.5 29.9 32.2 

대학원졸 35.2 30.2 39.3 42.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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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사교육 실태조사, 각 연도

제2절 노동시장 제도

  1. 여성 경제활동 참여

여성노동시장의 상황은 출산과 자녀양육에서 매우 큰 향을 미친다.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은 절대적으로 시간의 조절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문화적으로 여전히 성역할에서 불균등한 시간 및 노력 배분

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선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00년 74.4%에서 2007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2008년 73%대로 감소한 

이후 2013년(73.2%)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연도 특성별 평 균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고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0.3 11.5 11.6 8.9 11.9 

고  졸 19.4 18.8 22.3 17.6 21.1 

대  졸 29.9 26.6 34.3 32.3 34.6 

대학원졸 38.1 33.2 41.4 48.0 50.0 

맞벌이별
외벌이 23.4 22.3 26.3 22.2 26.8 

맞벌이 25.2 24.5 28.1 23.5 26.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6.8 6.8 7.4 6.3 9.3 

100∼200만원 11.1 11.8 12.5 9.3 12.2 

200∼300만원 16.0 15.8 18.5 14.2 16.9 

300∼400만원 22.1 21.2 25.1 20.7 23.5 

400~500만원 28.0 25.8 32.1 27.1 29.5 

500∼600만원 33.0 30.1 36.6 34.4 36.5 

600∼700만원 35.9 31.0 41.0 39.4 41.1 

700만원 이상 41.5 37.7 43.6 46.1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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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8.8%에서 시작하여  2013년 50.2%로 소폭 증가하 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가 10여년간 약 25%p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200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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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20대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0%에서 30대로 가면 57.0%로 크게 감소하

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54.1%에서 2005년 

54.6%, 2013년 57.0%로 점차 증가하여 M자형 패턴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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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00, 20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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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성별 직업분포의 연도별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남성은 기능ㆍ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가 2013년 현재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관리자ㆍ전문가(20.7%), 서비스ㆍ판매종사자(16.5%), 사무종사자

(15.4%) 순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가 가장 큰 직종으로는 서비스

ㆍ판매종사자로 2004년18.4%에서 2013년 16.5%로 1.9%p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2004년 13.6%에서 2013년 

15.4%로 1.8%p 상승하여 남성이 종사하는 직종 중 연도별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13년 현재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30.5%로 가장 높았고, 기

능ㆍ기계조작ㆍ조립종사자(23.3%), 관리자ㆍ전문가(22.4%), 사무종사자

(18.8%), 단순노무종사자(16.2%)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살

펴보면 서비스ㆍ판매종사자는 2004년 36.0%에서 2013년 30.5%로 

5.5%p 감소한 반면, 관리자ㆍ전문가는 2004년 16.4%에서 2013년 

22.4%로 6.0%p 상승하여 전체 직종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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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 직업분포와 비교하 을 때, 여성의 경우 서비스 판매 종사자 비

율이 남성에 비해 2013년 현재 13.9%p 높았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여성

(16.2%)이 남성보다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성별 취업자 직업분포(2004~2013)

   주: 1)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임.
        2)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개정(2007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성별 직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성

관리자·전문가 19.1 19.3 19.9 20.7 21.7 21.5 21.9 21.5 21.1 20.7 

사무 종사자 13.6 13.5 13.1 12.9 13.2 13.9 14.2 15.0 15.0 15.4 

서비스·판매종사자 18.4 18.0 17.7 17.3 17.1 16.9 15.9 15.9 16.5 16.5 

서비스 종사자  6.5  6.4  6.3  6.1  6.3  6.2  5.9  5.9  6.0  6.1 

판매 종사자 12.0 11.6 11.4 11.2 10.8 10.7 10.0 10.0 10.5 10.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1  7.1  6.8  6.5  6.4  6.4  6.1  5.9  5.9  5.8 

기능·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31.7 32.0 32.1 31.7 30.9 30.1 30.8 30.7 31.0 3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4.8 14.9 15.1 14.7 14.4 13.6 13.7 13.5 13.6 1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8 17.1 17.1 17.0 16.5 16.6 17.0 17.2 17.4 17.9 

단순노무 종사자 10.1 10.2 10.3 11.0 10.7 11.1 11.1 11.0 10.6 10.4 

여성

관리자·전문가 16.4 17.0 18.2 18.7 19.8 20.6 21.0 21.4 21.6 22.4 

사무 종사자 16.1 16.5 16.6 16.7 17.1 17.2 17.8 18.6 18.8 18.8 

서비스·판매종사자 36.0 35.2 34.5 34.0 33.7 32.6 31.8 30.9 30.9 30.5 

서비스 종사자 18.6 18.5 18.2 17.9 18.1 17.1 16.3 16.2 16.3 16.0 

판매 종사자 17.4 16.6 16.3 16.1 15.5 15.5 15.5 14.7 14.6 14.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8.2  8.0  7.8  7.5  7.0  6.5  5.9  5.8  5.6  5.5 

기능·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23.3 23.3 23.3 23.3 23.3 23.3 23.3 23.3 23.3 2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4.3  3.9  3.7  3.6  3.6  3.3  3.3  3.3  3.1  2.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9  3.9  3.7  3.5  3.3  3.1  3.3  3.2  3.5  3.7 

단순노무 종사자 15.1 15.5 15.7 16.1 15.5 16.7 16.8 16.8 16.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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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불안

고용의 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출산에 중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표의 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통해 고용안정

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고, 임

금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여성 취업자의 변

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자는 1980년 

47.8%에서 2013년 29.0%로 18.8%p 감소하 고, 같은 기간 임금근로

자는 52.2%에서 71.0%로 18.8%p 증가하 다.

2013년 현재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51.1%로 가장 높고, 자 업자 

27.8%, 임시근로자 13.7%, 일용근로자 6.2%, 무급가족종사자 1.1%의 

순서이고, 30여년 동안 남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 비율에서 순위 변

화 없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자는 1980년 60.8%에서 2013년 

25.3%로 35.5%p 감소하 고, 임금근로자는 같은기간 39.2%에서 

74.7%로 35.5%p 증가하 다. 세부적으로 2013년 현재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고, 임시근로자 27.5%, 자 업자 15.2%, 무급가

족종사자 10.1%, 일용근로자 6.5%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연도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변화가 있었는데, 1980년에서 1990년까지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24.5~38.2%)이 가장 높았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임시근로

자(25.8~31.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용근로자 비율이 종사상 지

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08년부터 다. 10여년의 간

격을 두고 종사상지위 구성비가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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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남성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1980~2013)

   주: 1) 전체 취업자에 대한 기본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임.
        2)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자 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4〕 여성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1980~2013)

   주: 1) 전체 취업자에 대한 기본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임.
        2)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자 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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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추월한 것은 

1987년부터이고,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서 특징적인 변화는 지난 30여년

간 무급가족종사자가 대폭 감소하 고, 2000년 이후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하 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비정규직 내에서 성별 구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2003년에서 2008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부터 46%대

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0%대 전후로 변동하더니 2009년 53.4%

까지 증가하여 그 수준을 유지하며 2013년 현재 53.6%를 보인다. 2009

년부터 남녀 비정규직 구성비율의 차이는 약 7%p대로 여성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구성비(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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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임금근로자에 대한 기본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임. 
        2)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 결과에 따른 것임
        3) 비정규직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합계는 불일치함
        4) 비정규직 = 한시적+시간제+비전형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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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성별로 비교

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2003년 27.6%에서 2014년 현재 26.2%로 나타

났고, 여성은 2003년 39.5%, 2014년 현재 39.9%로 나타나, 여성이 남

성보다 약 12~3%p 비정규직이 많고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5-6〕 임금근로자 중 성별 비정규직 구성비(200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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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임금근로자에 대한 기본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임. 
        2)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 결과에 따른 것임
        3) 비정규직 = 한시적+시간제+비전형
        4) 2003년부터 2013년은 8월 조사이고, 2014년은 3월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3. 노동시장의 성평등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수준은 경제활동 참여 및 출산과의 관련성이 있

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 따르면, 남성 임금은 1993년 월 868천원에서 2012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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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천원으로 연평균 약 6.5% 증가한 반면, 여성 임금은 1993년 월 

491천원에서 2012년 월 1,958천원으로 연평균 약 7.6% 증가하 다. 연

평균 월급여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1%p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여성의 월급여는 남성의 약 56.5%에 불과하여 10여년이 지난 

2012년에도 남성과 여성의 월급여 총액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3년에는 여성 월급여 대비 남성의 월급여가 월 377천원 높았고,  

2012년에는 월 920천원 남성의 급여가 높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년대비 월급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성별 월급여 총액 격차는 더

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 남성 월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은 9.8%, 여성

은 12.6% 다면 1998년에서 2012년까지 남성 월급여의 연평균 증가율

은 5.9%, 여성은 6.5%로 나타났다. 1993~97년 사이에 여성 임금 상승

폭이 컸으나, 1998년 이후는 이런 상승 추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성별 월급여 총액(199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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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본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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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육제도의 변화

  1. 대학진학률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도서ㆍ벽지

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비

율이 1980년 95.8%에서 1995년 99.2%까지 증가하 다. 중학교 의무교

육은 1994년 읍ㆍ면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

으며, 2004년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이 아니지만 고학력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고, 1996

년부터 99% 이상에 이르렀다.

〔그림 5-8〕 상급학교 진학률(1980~2013)

   주: 1) 진학률은 당해연도 졸업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 비율로 재수생은 포함되지 않음.
       2) 국내진학자에 한함.
       3)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4) 2011년부터 진학자의 조사기준을 2월 졸업시 대학합격자에서 대학등록자로 조정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1980~2013),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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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1980년

에서 1983년까지 대학교 진학률은 27.2%에서 38.3%로 11.1%p 증가하

고, 그 후 90년대 초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91년(33.1%)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83.8%까지 약 2배 이상 증가하 다.

  2. 사교육비 부담

교육부는 2007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파악하

여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교육비 조사에서 나타난 사교육 현황에 대해 서

술하고자 한다.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어, 수학 과목은 2013년 현재 각

각 44.0%, 45.8%로 사교육 참여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국어(19.8%), 사회ㆍ과학(11.5%)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과목별 차이가 있다. 어 과목의 참여율 

변화는 2007년 55.6%, 2013년 44.0%로 15.6%p 감소하 고, 수학과목

은 58.6%(2007)에서 45.8%(2013)으로 1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국어, 사회ㆍ과학의 경우 참여율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 국어는 39.3%(2007)에서 19.8%(2013년)로 19.5%p 감소하 고, 

사회ㆍ과학은 25.6%에서 11.5%로 14.1%p 감소하 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과목별로 차이를 보인다. 1인당 월평균 사교

육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어로 2013년 기준 8.1만원이었고, 수학(7.4

만원), 국어(1.6만원), 사회ㆍ과학(0.9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어와 수학과목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2013년까

지 각각 연평균 3.0%, 4.4% 증가한 반면, 국어와 사회ㆍ과학은 각각 연

평균 5.2%,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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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20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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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10〕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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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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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생 사교육비는 2013

년 현재 약 18조 6천억원으로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사교육비 감소에는 2009년(7,447천명)에서 2013년

(6,481천명)까지 약 966천명의 학생 감소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13년 약 7조 7

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약 5조 8천억원, 고등학생 약 5조 1천억

원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추세에 있

는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각각 약 5조 6천

억원, 약 4조 2천억원에서 2013년 약 5조8천억원, 약 5조 1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1〕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20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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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3년 현재 43.0%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29.2%, 중학생 27.8%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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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연평균 2.4% 감소한 반면, 고

등학생은 사교육 참여율이 연평균 3.5% 증가하 고, 일반계 고등학생만 

고려했을 때는 사교육 참여율인 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재정이 악화될 경우 우선

적으로 줄일 지출 항목으로 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가구는 

8.6%로 보건의료비(6.0%)다음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 다. 이를 보

면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 몰입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림 5-12〕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2007~201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Kosis

  3. 학군의 형성

한국사회에서 교육제도의 현실은 출산 및 자녀양육과 가장 접한 관

련이 있을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자녀교육에 몰입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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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런 경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제도 변화에서 학군

의 형성과정은 자녀 양육활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학군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과 제8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통학구를 

지정하고 구역내에 있는 여러 개의 학교를 합쳐 구성한 학교의 군이다. 

서울의 경우 지원자의 선택ㆍ지원과 배정을 동일 학군으로 제한하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기본학군으로 운 되고 있다.

〈표 5-1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제77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
역 안에 소재하는 제 80조 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다음의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 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제84조 제2항]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
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
[제84조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
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학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이후 높은 교육열은 각

급 학교 취학률을 크게 증대시켰고, 상급학교 진학희망자의 증가로 인한 

과열 입시경쟁이 유발되기 시작했다. 1959년 초등교육 의무화 이후 초등

학교 취학이 확대된 이후 중학교 진학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하 다. 입시

과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무시험 중학교 학군제도를 시

행하 다. 이후 중학교 취학이 확대되고 다시 고교 진학 경쟁이 과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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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명문고 진학을 위해 ‘치맛바람’과 입시파동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도 과중한 과외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 사교육 확산으로 인한 학교교육 

공신력은 추락하고,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가 심화되는 사회문제가 나타

났다(강 혜 외 2007).

정부는 1972년 1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고교 입시 개

편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입시 과열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1974년에 서울과 부산에 ‘연합고사에 의한 학군별 추첨배정 방식’

을 도입하 다. 이와 같은 평준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 1975년에 인천, 광주, 대구로 확대

하 고, 1980년대 초에는 전국 21개 지역으로 확대하 다. 1990년과 

1991년 군산 등 일부 지역 해제와 재지정을 거쳐, 2006년 전국 13개 시

ㆍ도 27개 시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고등학교 학군제도 시

행으로 입시과열문제는 완화되었지만 일류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명문학

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명문학군으로 이주가 시작되었다(강 혜 

외 2007).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명문학교

가 많은 좋은 학군으로 이주하거나 이주계획을 세우는 학군수요(김덕례 

외, 2012)가 생겨난 것이다. 학군수요는 전출ㆍ입 가능시기, 자녀의 학교 

적응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인데, 일반적으로 학기시작 전인 방학 때 발

생하는 계절성이 존재하고, 10년 이상 유지되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교육 

커뮤니티 가치를 형성하게 되며, 사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고 있다(김

덕례 외 2012). 

1990년대 중반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변화는 사교육 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5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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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생활기록부 반  비율이 낮고,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자 사교육 수요는 증가했다는 것이다(노회순 2012). 고교 생활기

록부나 내신성적 반 비율이 낮으면 사교육과 학군 수요가 증가할 수 있

는데, 1990년대 후반이후의 주요 교육 정책이 이와 같은 사교육 및 학군 

수요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2008년 특목고 및 자율고 설립, 

2009년 수능 9등급제 폐지 정책 또한 학군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만

들어 냈다는 것이다.

〈표 5-13〉 주요 교육정책 변화와 학군수요 변동 방향성

구분 주요 교육정책 학군수요 변동성

1997
고교 생활기록부 반 / 
절대평가(1995년 정책발표)

고교 생활기록부 반  비율이 작고, 수능 
난이도 높아 사교육 수요 증가

1998
고교학군제 선발고사 폐지 후 
내신성적 백분율에 의한 근거리 배정

선행학습 사교육수요 및 고교학군수요 증가

1999
11개 학군 재편
내신반 비율 확대

8학군 제외 지역의 학군수요 이동
실질 내신반 비율 10% 이내로 학군수요 
유지

2002

대입전형 다양화
교육과정 중 특기/적성위주 교육정책
수능 9등급 도입

내신 향력 감소로 학군수요 증가
난이도 높은 수능에 따라 사교육 수요 증가
경기도 서울지역의 명문학군수요 증가

2004
교육방송 수능강의 반
대입수시전형 확대

평이한 난이도 명문학군수요 감소
내신 향력 확대로 학군수요 분산

2008 특목고, 자율고 등 설립 학군수요 증가 및 분산

2009 수능9등급제 폐지
정시대비 학군수요 증가
수능중요도 증가로 학군수요 증가

자료: 노희순(2012)

사람들이 거주주택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은 ‘교통편’과 

‘학교, 학군, 학원’이었었다. 특히, 서초, 강남, 송파, 강동과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거주자와 외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계층에서 이와 같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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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박부권 1989).

현재까지도 가족이 느끼는 사교육 부담이 줄지 않고 있고, 학군수요에 

따른 주거 선택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 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개

인들 또는 가족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교육 책임을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교육제도와 교육 여건이 부모

가 느끼는 부양 책임을 적절히 완화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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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과제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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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출산에 향을 미치는 사회ㆍ

문화적 요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의 문화

적 매커니즘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성, 매커니즘 내의 불일치, 문화의 의식

적 요인과 현실적 제도의 충돌에 초점을 두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

로부터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문화적 요소로 가

치, 규범, 제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하고 각각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로 가치의 측면에서 자녀가치의 의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전통적 자녀가치는 약화되는 가운데, 70년대와 80년대 동안 근대

적 자녀가치가 다양하게 등장한 이후, 90년대 들어 자녀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수렴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녀의 전통적 의미로써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노후의 의탁’과 ‘세대

의 계승’인데, 자녀의 전통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노

후의 의탁이라는 의미는 이미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향력을 상실

했고, 가문유지라는 전통적 가치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약화되었

다. 평균 이상자녀수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 2명 수준에서 고착되어 있다. 

아들 필요 이유에서 정서적 만족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가문유지는 감

소하는 추세이다. 

요약 및 정책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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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의 근대적 가치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다양한 측면에

서 의미가 부여되었다. 자녀는 단지 가계를 계승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일

환으로 처음부터 이런 의미가 증폭되었고, 자녀는 정서적 만족을 주는 사

랑의 대상이고, 가정의 행복을 매개해주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자녀의 가치에서 가장 근대적인 의미는 교육과 투자의 대상으로 등장

하는 부분이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

민의 양성이라는 의미와 질 좋은 노동력 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와 관련한 근대적 가치는 90년대를 지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는 점차 전문화되고 자원의 집중도가 증가한다. 부모들은 현재까지도 경

제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로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의 교육은 

현재 가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일종의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되었다.

다른 한편, 자녀에 대한 근대적 가치로서 정서적 만족감은 다른 가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른 근대적 

자녀가치들이 정서적 만족감을 짓누르고, 더욱 내 한 것으로 만들었다. 

건강한 자녀의 출산, 아낌없는 교육투자, 자녀의 안전한 성장, 양육비용

의 부담, 양육의 육체적 고통 등이 정서적 만족감을 능가했다. 

자녀의 근대적 가치는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의미들이 국가에 의해서 만

들어졌다. 이때의 특징은 정서적 관점보다,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그리

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존재로서 매우 경제적인 가치로 형성되었다.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녀가치는 현재까지 그 방향은 정반대로 바

뀌었지만, 의미의 함축은 거의 동일하게 인구의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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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현재까지, 대체로 자녀수에 대한 메

시지가 지속되고 있고,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드러

나지 않는다. 

둘째로 규범적 측면을 살펴보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규범은 

대체로 고착화되었으며, 때로는 상반되는 규범이 모순적으로 현재까지 

공존한다. 

가족규범에서 이혼문제는 1970년대까지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혼인관계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족형태는 핵가족 중심, 부부관계

는 담론적 수준에서 남녀가 평등한 것을 지향하 다. 새롭게 등장하는 부

부관계의 풍토는 전보다 더욱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부부관계에서 애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80년대에는 이런 점이 더

욱 강조되었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교육적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자녀 훈육규범은 매우 도덕적인 것이었다. 부모

는 일차적으로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가정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까지 가족계획사업 추진 시

기동안 일관적으로 강조된 교육의 제일규범은 근대적 교육체계에서 자식

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잘 키운다는 것은 아이를 위해 아낌없이 비

용을 투자하여 교육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교육의 내용은 도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 다. 이런 주장은 분명 

가족계획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이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개인 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

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정당화 되었음에도, 국민 교육의 책임이 부모

와 가족에게 맡겨져 있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은 1990년대 이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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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화되었고, 현재까지도 사회에서 자녀의 세속적 실패는 전적으로 부

모책임으로 남아있다. 

젠더 규범과 관련해서, 성역할구분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가사

노동 및 돌봄노동을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계획사

업 추진기인 1970년대 초반에 이런 성역할 구분은 거의 전통적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가사노동을 주부인 여성이 전담하고, 자녀교육 또

한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성역할 담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나타는데, 이 변화는 담론의 

수준이며, 현실적 강제력은 갖지 못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여성의 취업

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성취업의 필요성이나 특수한 여성의 성공 사례를 

찬양하지만, 여성의 중심 역할에 관한 규범적 변화는 아니었다. 이런 점

에서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매우 모순적이다. 여성의 취업을 인정하면서

도 전통적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은 계속 주장되고 있었다. 

젠더 규범에서 또 다른 초점은 남녀평등에 대한 행위 규범을 볼 수 있

다. 가족계획사업 추진초기에도 남녀평등 규범을 적극적으로 주장하

다. 특히 자녀의 출산에서 남아선호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딸 아들의 차별

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수사적인 표현에 그

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녀평등 행위 규범은 1970년대 말부터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담론

이 형성되고 있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법 개정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법적권한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에 관한 행위 규범적 강제력을 확보

한 것으로 해석된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녀평등 행위규범은 법제도

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담론의 분출을 확인 할 수 있다. 가

사노동의 문제점, 임금격차 문제,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채용문화,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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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 등 근로여성의 노동조건개선이 주장된다. 다

른 한편, 역시 1980년대에는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 투쟁, 성폭력문제가 

남녀평등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여 담론적 힘을 얻음으로써, 현재까지 강

력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모성에 대한 규범은 오히려 전통적 관점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

도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모성에 대한 논의는 모유수유

를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의 본성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노동규범과 관련하여, ‘노동자 상’에 대한 규범은 기업에서 설정한 ‘경

이념’에 함축되어 형성되고 있었다. 경 담론은 공동체성을 강조함으

로써 기본적으로 집단의 화합과 우애 등을 강조하고, 조화와 안정을 주요 

덕목으로 삼았다. 이런 공동체성은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 보금자리, 

정, 양보, 화합, 신뢰, 순종, 갈등과 대립의 종식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또한 시간에 대한 노동규범은 엄격한 근로시간 관으로 형성되었다. 엄

격한 근로시간 규범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의 경우 경

제활동 자체를 제한하 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이러한 규범적 한계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은 성역할과 관련된 노동규범에 따라서도 향을 받고 있었다. 1980년대

에 여성취업은 결코 긍정적 시선을 받지 못했다. 여성은 쉽게 ‘부릴’ 수가 

없어 불편한 대상이었고, 여자가 사회진출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만큼 

남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여자는 기가 드세어진다는 잠재된 관념이 확산

되었다. 1980년대 후반 결혼한 여성에 대해 퇴직을 강요했고, 채용기준

에 용모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성격이 순종적인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

었다. 자기 일에 성심 성의껏 임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결국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조롱이 따라붙었다. 현재의 노동규범에도 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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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과 고용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헌신성이 그 요체로 남아있다. 

셋째로 제도적 현실에서 보면, 여성은 여전히 가족제도 속에서 불평등

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여

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증가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배분은 현재까지도 뿌리 깊게 남

아있다. 아직까지도 여성은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족부양체계에서 볼 때,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

지 않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증

가하면 교육투자는 더 증가한 것이다. 이는 노동력 재생산과 인적자본 축

적의 책임이 대부분 가족에게 남아있는 상태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지난 10년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0%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결

혼, 임신 및 출산 기간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또한 계속되고 있다.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크게 증가하여 현재까지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격차는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점차 커지고 있다. 

과열되는 입학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한 교육제도의 변화는 사교

육과 학군수요를 조절하지 못하 다. 우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과목별 차이에서 국어

와 사회, 과학 과목에 비해 어, 수학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추세

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과목별 1인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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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추세에서,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어, 수

학 과목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 다. 사교육비 총액을 볼 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

생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입시과열

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된 학군제도는 오히려 사교육 수요와 학군 이주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다.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과 학군 

이주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가계지출 부

담은 더욱 가중된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핵심 요점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둘러싼 

현재의 문화적 환경이 매우 강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문화적 구조의 역사는 뿌리 깊고, 사회체계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

어 있다. 

자녀가치는 여전히 경제적 의미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고, 자녀의 정

서적 의미는 경제적 의미에 의해 더욱 내 한 역으로 폐되어 있다. 

맞벌이가 현대의 가족규범으로 정착되었고, 성평등 행위규범은 보편화된

지 오래지만, 가사노동의 분담은 불평등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 역

시 강고한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력 재생산과 인적자본 축적

의 책임은 대부분 가족에게 남아있어, 가족부양부담과 자녀의 세속적 실

패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부모들은 짓눌려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제도는 출산과 자녀 양육의 긍정적 행위규

범을 지원하지 못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적절히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들은 이와 같은 모순적 문화구조에 갇혀서 출산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출산과 자녀 양육을 둘러싼 현재의 

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저출산 대응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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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과제

출산이라는 행위 결정은 문화적 의미로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

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부모에게 자녀는 인생의 전부

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함께 심리적 안정(믿음)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은 개

인들에게 이 두 측면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치와 규범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 사회구조 그리고 

문화적 구조와 상호작용할 때 그에 부합하도록 변화한다는 것이다.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로써 

개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과제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이 느끼는 

도덕적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면 출산을 계속하

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

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

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형성 초기에 해당하는 결혼, 임신, 첫째아 및 아기에 정책

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

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가족형성 초기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

이다. 현재는 가족형성 초기 지원이 더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기존에 추진된 정책 중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강화, 임신 중 의료 

지원, 첫째아 양육수당 및 아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 ․ 휴직제도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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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책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화적 환경 개선

을 위해 시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노력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부

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

는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휴가 ․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법적 권리를 보

장하는 않는 사례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근로

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 복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수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조항을 위반 한 경우 벌

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휴가 ․ 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체인력 확보

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에 따른 추가 경비지출의 부담을 안

고 있다. 정부는 현재 휴가 ․ 휴직 관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30만원의 대체인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 지원예산은 5,702명 규모로 산정되었다. 2013년 육아

휴직 이용자만 67만 명이었는데, 대체인력 지원 규모는 5천명 수준인 것

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대체인력의 안정적 운 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

가 있다. 현재의 문화적 구조에서 여성은 비임금노동ㆍ임금노동 두 역 

모두에서 합리적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 구조 개선을 위

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처우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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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무엇보다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신규제도에 대한 연

구와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성과 직종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발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인

식 개선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치나 규범

은 그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 제도적 개선노력과 사회구조적 요인의 고

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개선 

사업에서 중점을 두었던 계몽적 가치관 교육보다는 정책 내용에 대한 홍

보와 함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

식개선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책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홍보와 제도적 권리에 대한 적극 요구의 정당성, 그리고 권리 보장 의무

의 이행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다. 이런 홍보와 교육이 광범위하

게 진행되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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