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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혼, 비(非)혼과 그에 따른 출산 연령 증가 및 출산 기피 

현상 등 가족 형성과 관련해 저출산 현상에 향을 주는 특징들이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 형태에 있어서의 변화 및 다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무자녀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국제결혼 가족, 미혼 독신 가족, 동거가족 등 매우 

여러 형태의 가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결혼 전에 동거 

기간을 거치거나 결혼 대신 동거라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현상이 발생하

고 있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적·정

책적 수용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

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

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나아가 아이를 낳아

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지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형태를 가족이라 인식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 전에 동거가족 생활을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통해 진입하는 전통가족 대신 비혼 

동거가족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사회의 동거의 특징 및 

동거자들이 가진 가치관과 경험들에 대해 공유하고, 그에 관한 논의가 이

발간사 <<



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동거가족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통계의 부재로 인한 연구의 부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비혼 동거가족이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행하는지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과 태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한, 일반 국민이 동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

보아 동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동거가족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장기적인 관점

에서 제시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는 변수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고, 숙명여자대학

교 김혜  교수, 청주대학교 백승흠 교수, 충북대학교 오정아 박사, 기재

량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함께하 다. 쉽지 않은 연구에 참여해 준 연구진

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보고서를 꼼꼼히 평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김유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 란 박사와 익

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조언을 

해 준 여러 전문가들과 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여해 준 연구 참

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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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Diverse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Focus on Nonmarital 
Cohab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urrent situations 

of nonmarital cohabitation in Korea and to provide im-

plications for policy. Although the increasing number of co-

habitors in Korea has been frequently addressed,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on nonmarital cohabit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cohabitors’ marriage and family values and 

their attitudes towar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t also ex-

amines public opinions and attitudes about cohabit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s in Korean families 

and the trends of cohabitation in foreign countries. Next, we 

conducted onlin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ohab-

itors to understand their reasons for cohabitation and to exam-

ine their marriage and family values. The various reasons of 

cohabitation c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and ‘cohabitation as an alter-

native to marriage or cohabitation not related to marri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habitors who chose 

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were more pro-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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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ssive and more likely to seek changes in traditional marriage 

and family values than those who chose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Further, those who chose 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were likely to plan not to have children, 

whereas cohabitors with a plan to  marry were likely to consid-

er having children after marriage. Finally, although the study 

finds somewhat conservative attitudes among the public toward 

cohabita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at younger people are 

very open in their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improve well-being among 

cohabitors. In particular, systems for registration of cohabiting 

relationship are needed to support them. Moreover, further 

suggestions are made to reduce negative attitudes to and pre-

vent discrimination against cohabitation. Furthermore, policy-

makers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policies that embrace 

non-traditional families in Korea.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의 가족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최근의 특징은 가족 형태의 다

양화를 들 수 있음. 부모와 자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족을 기준삼기에

는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화되었고, 특히 비혼 동거가족과 같이 가족 

안에 법적 부부가 존재하지 않아 전형적인 가족과 비교해 가족 형성의 시

작이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통계 및 연구의 부재로 동거가족의 현황이나 증가 정도조차 확인

하기가 어려움. 결혼 대신 동거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이유, 결혼-출산 고리

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가족, 그리고 임신과 출산

에 대해 갖는 생각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본 연구는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결혼, 가족, 그리고 임신·

출산 및 양육 전반에 대해 갖는 생각과 비혼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경

험하게 되는 어려움,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 존재 여부 등

을 파악하고 이해해 보고자 함. 또한 일반 국민이 비혼 동거가족에 대해 어

느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 비혼 동거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현재 동거 인구에 대한 모집단 분포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성을 띠는 표

본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택한 온라인 조사 방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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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조사 특성상 통계적인 대표성 담보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동거 인

구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방법임.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

시한 결과, 동거 선택의 다양한 이유를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49.4%)와 ‘결혼

의 대안으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50.6%)로 나눌 수 있었음. 

동거생활을 하는 응답자들 중에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여

전히 생활 곳곳에서 제도적인 차별이나 인식적인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

이 혼재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나 혼인신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서는 동거 이유에 따라 태도에 차이를 보임. 결혼 전 단계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 그룹보다는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택한 그룹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기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동거가족은 상대 동거인과 계약

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이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동거의 결과에 따라 여성이 남성

보다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등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 

하지만 상대 동거인과 직접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한 경험은 전반적으

로 낮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작성 경험에

서 차이를 보여 현재의 동거 관계는 아무런 법적 테두리가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들로 이해할 수 있음.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제

도 등의 도입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동거가족에게서는 출산이나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짐. 결혼의 전 단계로 동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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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응답자는 혼인신고 후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는 출산 계획이 없는 경향이 더 

우세해 동거가족에게는 출산 계획의 배제, 즉 무자녀 선택의 경향이 강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등과 관련해 혼인신고

가 선행되는 것이 보편적인 구조에서 동거가족을 택하는 것은 무자녀를 

택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임. 이는 반대로 무자녀를 계획하기 때문에 

동거가족을 유지하고 생활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임.

일반 국민들이 동거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조사에서

는 이제 인식적·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할 정도의 국민 의식은 갖추어진 것

으로 보여짐. 여전히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동거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특히 40대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그룹에서

는 획일적인 제도나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관에 대해 불필요하고 불편한 

것에 있어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태도로 나타남.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일반 국민의 동거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본 조사에서 공통된 조사 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가 조금 더 변화를 추구하고 진보적인 경향을 보임.

3. 결론 및 시사점

비혼 동거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 분위기 마련이 필요함. 특히 다양한 가족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

족 유형의 상이함으로 인해 차별받는 환경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마련 등을 통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폭넓은 교육과 매스미디어 활용, 캠페인 등

을 통해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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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이성 간 형성하는 동거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보호, 즉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공식적인 관계 인

정을 통해 동거 생활이 일시적이지 않은 남녀에 대해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는 시도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성인 남녀

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것이 ‘혼인’이라는 단일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도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결혼하는 수가 줄어

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젠가부터 ‘결혼’이라고 명명지은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혼이 현대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거 커플이 계획한 것보다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결혼을 계획

을 가졌지만 여건에 의해 결혼 전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는 커플들에게는 

결혼이라는 단계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자녀 양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역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

족 형태와 관계없이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추도

록 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향후 연구나 제도 마련, 지원 등을 

위해서는 통계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조사 특히, 전국 단위 

조사에서 혼인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해 동거가족이 조사 내 가족 형태에

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 용어: 다양한 가족, 비혼 동거, 결혼 및 가족 가치관, 임신·출산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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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의 가족 형성과 출산에 있어서 나타나는 최근의 특징을 살펴

본다면, 가장 먼저 만혼과 그에 따른 출산 연령의 증가 및 출산 기피 현상, 

그리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

던 전형적인 가족 형태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더불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

족, 무자녀 가족 등이 있고, 가족원의 특성 측면에서는 재혼 가족, 입양 

가족, 국제결혼 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탈 근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미혼 독신 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족, 공동체 가족 등(김승권 등, 

2004) 매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

루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적·

정책적 수용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결혼한 부모와 자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족을 기준 삼기에는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화

되어 있다. 특히, 비혼 동거가족과 같이 성인 남녀가 함께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가족 안에 법적 부부가 존재하지 않아 가족 형성

의 시작에서부터 전형적인 가족과 차이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만큼 사회는 변화하 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과제를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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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편견 없이 가족생활을 위할 수 있도

록 하고, 나아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적 지지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안에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을 추진 과제로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하

는 가족 형태를 정책에 반 하고 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등 정책적으로 바

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드라마나 화 혹은 매거진 등 매스미

디어(mass media)를 통해 동거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비(非)전통적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즉, 

다양한 가족, 특히 정책적인 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않아 왔던 비혼 동

거가족에 대한 정책적·인식적 수용이 점차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용과 함께 비혼 동거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를 흔하게 들을 수는 있지만, 현재 통계나 연구의 부재로 비혼 동거가족

의 현황이나 증가하는 정도가 얼마만큼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어떠한 이유로 결혼 대신 동거가족을 형성하게 되며, 

결혼-출산 고리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비(非)전통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면

서 가족,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갖는 생각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도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동거 인구의 수가 적어서

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동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많은 경우 타인에게 부부임을 선포하는 이벤트인 결혼

식을 올리지 못할 상황이라 일단 남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이혼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다시 하는 대신 동거를 택하는 경우 등 

동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들이 있어 왔

다. 그 결과 전통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숨기거나, 가족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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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보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가족이 변화된 만큼 동거 또한 그 이유에서부터 다양화되었고, 이제는 동

거를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려는 시도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혼인한 성인 남녀가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

의 가족이 아직까지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적 부부조차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비(非)전통적 모습을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에게는 그 과정이 더욱 어려울 것임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다

양한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과 그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나아가 저

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각각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출

산 극복의 방법과 가족 형태별 지원 방안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족 형태 중에서도 그 수가 많아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 일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거가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 기초적인 정보부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 중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그들

이 결혼, 가족, 그리고 임신·출산 및 양육 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과정에서 비혼 동거가족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나아가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비혼 동거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를 수용하고 있

는지 함께 살펴보아 비혼 동거가족이 임신·출산 및 양육은 물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

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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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비혼 동거가족이 생각하는 결혼·가족관에서부터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태도를 알아보는 한편, 일반 국민의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하나인 비혼 동거가족

이 안정된 임신·출산 및 양육과 더불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먼저 제1절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

하 다. 제2절에서는 각 장마다 담고 있는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에 대

해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한국 사회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 가족이 얼마만큼 다양해졌는지에 대해 사

회적 변화 및 문화적 배경과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가족의 유

형별 특징도 함께 논의한다. 선행 연구는 국내의 동거 관련 연구가 부족

한 만큼 국내와 국외 연구의 동향을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국외 연구는 

사례가 풍부한 만큼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

들 위주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의 비혼 동거가족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주로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동거의 증가 추세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동거가족의 현황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비혼 동거가족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 여러 국가 중 국내에 잘 알려진 프랑스의 혼인율 및 제도 이용률 등

을 살펴보고,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를 살펴보아 시사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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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비혼 동거가족을 선택한 이유와 비혼 동거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가족패널

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웅답자를 추출해 가족과 관련된 동거인들의 가치관

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자 대상 온라

인 조사 데이터와 동거자 대상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통해 동거 선택의 동

기 및 가족 관련 가치관, 또는 차별이라고 느낀 경험 등 동거와 관련된 가

치관 및 경험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비혼 동거가족의 임신·출산 및 양육 경험을 알아본다. 제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에서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데이터를 추출해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동거자를 대상으

로 한 온라인 조사 데이터와 동거자 대상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임신·출산 및 양육 경험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로짓분석을 

통해 출산 의향을 알아본다.

제6장은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본다. 여성가족패

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알아

본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비혼 동거가족의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비혼 동거가족에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원 방안 및 비혼 동거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위를 위한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다.



14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고찰, 통계 자료 및 기존 자료 분석, 온

라인 조사, 전화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우선 문헌 고찰에서는 동거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 다. 동거 

관련 국내 연구에 한계가 있고, 국외에는 동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있는 관계로 국외 연구에 대한 검토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동거자

들을 대상으로 한 활용 가능한 조사나 참고할 만한 선행 설문 등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의 동거자 대상 질문지 작성을 위해 국외의 문헌 검토에 

집중하 다.

또한 기존의 조사 자료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

양한 가족의 변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결혼 건수 및 이혼 건수 등 통계청

의 자료를 활용하 다. 해외 동거가족 수 등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OECD 자료를 활용하 고, 프랑스의 혼인 및 동거 관련 제도 등록 수 등

은 프랑스 자료를 활용하 다. 국내 자료 중 소수이지만 동거 사례를 추

출할 수 있는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 다. 또한 동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존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었다. 

비혼 동거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동거 인구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적인 수치가 없고 

모집단 분포가 없어 대표성이 있는 표본설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 

정서상 동거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 대상을 찾아 설문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해 

만 18~49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동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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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서 온라인 조사를 통해 

몇 명의 대상자가 확보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명

의 응답자를 목표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 확보를 위해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에 더해 동거를 경험한 응답자까지도 대상에 포함하

다.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최근의 결혼하지 않고 택하는 이성간 동거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크리닝 문항(screening questions)을 통해 결

혼 경력이 없고, 이성과의 동거이며 2000년 이후에 동거를 한 사람들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다. 총 응답자 260명 가운데 추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2000년 이전에 동거가 종료된 7명의 설문 응답을 제외시킨 

채  253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활용해 분석을 하 다. 

심층 인터뷰는 2016년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동료 연구자 및 주변의 소개로 주로 인터뷰 대상자를 찾았

고, 온라인 설문 시 마지막에 심층 인터뷰에 응하고자 하는 응답자는 연

락처를 남기도록 해 놓아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하 다. 심층 인터뷰 자료

는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시 함께 활용하 다. 

비혼 동거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8월 19일부터 8

월 22일까지 전화 조사를 실시하 다. 2016년 7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상 17개 시도별로 20명을 우선 할당한 후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

분법을 적용하여 추출하 다. 총 분석에는 1,013명의 응답이 사용되었

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혼인제도 및 문화에 대한 생각, 동거

와 관련된 가치관, 그리고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등을 알아보았

다.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제6장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에서 다

룬다. 

앞서 언급하 듯이, 동거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는 실정

이다. 또한 대상을 찾아 직접 설문을 실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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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인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모집단 분포가 존재하지 않아 대

표성을 띠는 표본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현재 가능한 방법인 온라인 조사를 택해 동거가족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하지만 온라인 조사 특성상 통계적인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어

려운 점을 밝혀 둔다.



이론적 검토

제1절  가족 변동과 가족 다양성 담론

제2절  가족 다양성의 기제와 특징적 양상들

제3절  국내 비혼 동거 관련 연구 동향 

제4절  국외 비혼 동거 관련 연구 동향 

2제 장





제1절 가족 변동과 가족 다양성 담론

급속한 사회 변동은 한국인들의 가치 체계와 행위 양식은 물론 다양한 

사회제도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해 왔다. 근대화 과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되어 온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는 반세기 만에 

산업 사회에서 정보기술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압축적 변동을 경험한 것

이다. 그 결과 놀랄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거두었다는 긍정적 평가 이면

에는 급속한 문화 변동에 의한 세대와 성별, 나아가 사회계층의 가치 격

차의 문제로부터 글로벌 사회로의 편입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양극화 심

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 변동이 갖

는 의미와 결과, 나아가 향후 사회 전망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사회과학

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의 사회 변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가족 변화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을 전후로 하여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 이후 가족학계에서는 

산업화와 이로 인한 가족변화를 살펴보면서 주로 당시의 근대 가족의 보

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는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비정형적 가족과 개인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

가 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1990년대까지 가족 변동

의 논의는 주로 가족의 근대적 형태와 구조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이론적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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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가부장적 질서와 가족 중심성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에 천착하

면서 핵가족화의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2000년을 전후해서는 가족 다양

성 담론이나 개인화 추세가 두드러진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에 집중되면

서 가족의 탈근대, 탈제도화 경향이나 개인화 경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김혜 , 2008a; 김혜 , 2011; 김혜경, 2013).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형태적 변화가 가시화되는 

1970~1980년대에는 주로 산업 사회의 가족 특징이나 가족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점차 산업화․도시

화로 인한 농촌 가족의 변화 등 한국 가족의 실질적 변화 양상을 경험적

으로 살펴보는 논의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근대화로 인한 가족 규모의 축

소와 세대 구성의 변화, 대도시로 단신 이주한 가구원과 원가족의 자원 

교환을 통한 가구 재생산 과정이나 새롭게 출현하는 계급별 가족 생활 양

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0). 

그런가 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주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가 

완비되어 가면서 점차 확산되는 핵가족 단위의 새로운 주거 형태와 휴가 

문화 등 가족 단위의 소비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핵가족 단위의 

가족생활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김문겸, 1993; 주은우, 

2008).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1990년대 초에는 가족의 현재적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감소되고 있음을 어떻게 볼 것인

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요컨대 그러한 변화가 서구와 같은 가족 

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우리 고유의 가족주의 문화가 지속되면

서 부분적으로 변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심

은 한국 가족의 고유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반 하는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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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 의식에 해당하는 가족주의는 단순한 가족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의 

통치 이념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가족주의 변화가 갖는 함의는 단

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개인과 가족, 개인과 사회, 가족과 사회의 관계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가족 형태 및 의미의 변화가 

가족주의 변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압축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보다는 혈연에 

근거한 공동체적 운명과 상호 부양의 책임이 강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도 집합주의적 가치가 우세하 다고 볼 수 있다(김동춘, 2002; 김혜 , 

2014).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안전망이자 지위 재

생산의 효과적인 단위인 동시에 가족 중심성에 기반한 가족주의는 산업

화 이후에도 한국인의 고유한 가치로 작동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문화는 여전히 부계 혈통 중

심의 위계서열적 구조 으며, 개인이나 사회보다 단위로서의 가족을 중

요시하는 가족주의는 개인들의 윤리와 삶의 방식에 상당한 향력을 행

사하 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가족 변화를 서구와 동일한 것으

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이 아니더라도 서구 경

험에 근거하여 일반화된 가족 변화 이론이 한국 가족에 그대로 적용 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가족 변화는 말할 것도 없

거니와 한국 가족의 특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에는 반드시 가족의 보

편성과 특수성, 변화의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국 가족이 보여 주는 전통성과 비전통적 특질에는 때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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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질성과 형태적 다양성의 징후가 조금씩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대

해 장경섭(1995)은 산업화 이후 한국의 비전형적 가족의 증가를 포스트

모던 가족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가족 구성의 원리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규범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 서구의 포스트

모던 가족론자들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규범성의 폐기와 이로 인한 다양

한 가족의 출현은 곧 후기 근대 가족의 특징적 양상이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 가족의 전형적 규범의 약화는 곧 탈근대적 징후로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가족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

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한국 가족이 보여 주는 다양한 가족 형태는 전형

적인 근대적 핵가족의 위기적 징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섭

(1991)은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핵가족으로서의 가족생활을 위할 수 

있는 여건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두 미성숙하고, 이러한 상황적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핵가족화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계 혈통 중심의 직계가족

과 가족 중심성, 부모 자녀 관계 우선성 등과 같은 특징이 성적 친밀성에 

기초한 부부 관계보다 우선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젊은 세

대를 중심으로 핵가족화가 뚜렷하게 확산되는 혼재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한 바 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인이 이념적으로는 핵가족화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가족들은 그러한 가족생활을 구현

할 수 없는 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로 그러한 조건의 미비로 자

신들의 이념형적 가족 삶을 구현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족 변화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족생활의 경제

적 요소와 함께 물리적, 심리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장경섭, 1991, p.181; 김혜 , 2008a,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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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장현섭(1993)은 당시 한국 가족의 복잡성에 대해 급속한 사

회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가족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깨지면

서 나타나는 비이념적 가족 형태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

이 경과되어야만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양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적어도 당시의 가족 변화상을 핵가족

의 위기의 산물이거나 규범의 변화로 규정하면서 가족생활의 규범성의 

회복을 찾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이 대체로 

산업화 이후 가족의 변화를 새로운 근대 가족으로의 질적 전환으로 규정

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와 우리 사회 특수성이 결합된 갈등적, 

모순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장현섭, 1993, p.70; 

김혜 , 2008a, p.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모형이 문화적으로 강조되기도 하며, 실제로 핵가

족을 단위로 하는 다양한 소비 및 여가문화가 창출된다. 또한 성 역할 분

업이 고정화되면서 합리적 가정생활의 전형으로 강조되기도 하는데, 이

때의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호명되면서 현명한 아내이자 합리적 소비자와 

자녀 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가족문화의 실질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감지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기 역시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

반한 가부장제와 효 의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대중매체를 중심으

로 물질적 풍요에 기반한 가정생활의 단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

족이 전면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중심의 특정한 가족 모델로 등장

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업주부 역할론에는 여성을 산업 예비군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가족 유지에 필요한 여성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을 당연

시하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반 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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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사노동자로서의 여성 역할은 적어도 부모 부양보다는 자녀 교육과 

합리적인 가정생활의 관리자이자 가족의 정서적 안녕을 책임지는 주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서적 단위로서 핵가족이 크게 부상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김연주, 이재경, 2013; 박혜경, 2010). 

다른 한편 이러한 핵가족 논쟁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논

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이 이전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조짐을 보여 주고 있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가족 위기로 받아들여질 만

큼의 해체적 징후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으로 재구조화되

는 과정으로 해석되면서 이른바 가족 변화의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

었다(임인숙, 1999; 함인희, 2002). 요컨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가

족이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는 적어도 산업화 시대의 재생산 단위로 기능

하는 핵가족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무엇의 징후로 읽혀지기 시작

한 것이다. 당시 이러한 변화는 경제위기에 의한 일시적 국면이라고 보는 

해석과 다른 국면으로의 이행으로 보려는 상반된 경향이 존재하면서 가

족 변동의 담론이 새롭게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진정된 국면에서조차 변화가 지속되면서 현재의 가

족 변동은 단순한 위기 국면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라기보다는 기성의 그

것과는 다른 구조와 형태로의 전환이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되

었던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부터 청년 세대들은 남녀

를 떠나 결혼이 가장 중요한 생애 과업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

가 취업과 결혼, 출산이 연속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삶의 목표로 부각되

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집합적 결과는 초저출산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처럼 혼인과 자녀 생산을 둘러싼 연령 규범의 퇴색은 혼인율

과 출산율의 감소와 결혼 연령의 지속적인 증가 및 미혼 인구의 급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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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지표로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근자에 와서는 이른바 가족의 

개인화 경향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킴과 아울러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

가와 함께 가족의 재생산 기능 마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김혜 , 선보

, 2011). 더욱이 이제까지 가족 부양자 역할을 자임해온 남성의 권위는 

IMF 직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대거 실직하

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세한 균열의 조짐이 시작되었고, 만성적인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구조화된 지금에 와서는 젠더 체

계의 근본적인 변화마저 감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가장의 가출과 이로부터 시작된 별거 및 이혼의 급속한 증가는, 다소 주

춤하여 정체기를 보여 주고는 있지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조

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순혈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가 서서히 와해되고 있

다. 이러한 가족 변화에 힘입어 우리 사회는 민족과 인종을 넘나드는 다

문화 사회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김혜 , 2008b; 2014). 

이러한 변화의 특징적 양상을 설명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바로 가족 다

양성론이다. 무엇보다 2000년 이후의 한국 가족은 적어도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양육을 당연시한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구성 방식의 변

화를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구 규모와 이로 인

한 2세대 가족 비중의 감소,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이혼 및 재혼 가족

은 물론 국제결혼의 증가에서 오는 가족의 형태적․내용적 다양성 증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세기의 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특

징을 다양성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해법 마련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와 관련 기관의 기관지 등에 의

해 촉발되었다. 이들 정책 연구 등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 가족의 새로

운 특징으로 다양성 증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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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것이다(김승권 등, 2004; 장혜경 등, 2005). 점차 이러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가족 다양성 요인이나 그 함의를 규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

으며(김혜 , 2007; 김혜 , 2008a), 가족 다양성의 증가와 신자유주의 

질서와의 연관성을 추적(김혜 , 2008b)하는가 하면, 이러한 다양성 담

론에 대한 비판(박승희, 2006; 문소정, 2008)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

른바 다양성 담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이를 가족 다양성

이 아닌 가부장제 가족의 정상성이 해체되고 가족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재경, 2015).

한편, 우리가 목도하는 현재의 가족 다양성 증가와 관련하여 그 다양성 

증가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논의 역시 간단치는 않다. 예컨대 오늘날 가

족 구성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만, 그러한 변화가 과연 근대화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주장

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와는 다른 특수성과 차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가족 다양성 증가는 개인화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개인화 과정이 개인 선택지의 증

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강제되고 구조화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개인화는 위험 사회의 증후에 

다름 아니라는 앤소니 기든스(Giddens, A, 1996)와 벡-게른샤임(Beck, 

U & Beck-Gernsheim, 1999)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한 것이다. 

이러한 서구 논자들의 명제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일부는 현재의 한국 

가족을 서구와는 구분되는 개인화 경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컨대 ‘개

인주의 없는 개인화’로 해석하거나 ‘가족을 경유하는 개인화’, 또는 개인

들로 하여금 구조화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적 경향성이 그대로 반 된 

‘가족의 개인화’로 해석하기도 한다(심 희, 2013; Chang &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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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혜경, 2013; 김혜 , 2014). 그런가 하면, 가족의 두드러진 특

징을 형태적 다양성 증가로 보기도 하는데, 김혜 (2011)은 사회의 개인

화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탈제도화 경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혜 , 2014, p.257). 

가족 다양성 담론은 적어도 전형적인 가족 옹호를 통해 보수적인 성 분

업과 핵가족 형태를 지지함으로써 동성애 가족이나 이혼 및 재혼을 선택

한 개인이나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등을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하기보

다는 이를 개인의 다양한 선택의 결과로 수용하고, 나아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과 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적으로 제시한다는 이

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의 변화가 갖는 궁극의 의

미나 다양한 가족의 최종 경로에 대한 논의는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근

본적으로 현재의 가족 변화를 ‘가족 쇠퇴’로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탈근대

적 가치 혹은 신자유주의 상황의 반 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한계를 보

여 준다. 따라서 가족 다양성 담론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가족 변동의 

논리를 밝히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박승희(2006)는 지금까지 확인되는 가족의 형태

적, 내용적 다양성은 결국 가족 해체의 과도기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그는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이혼, 동거, 미혼, 여

성 취업의 증가와 같은 변화는 결과적으로 생계 부양자인 아버지와 주부

인 어머니로 구성된 소위 표준화된 핵가족 모형이 변형되고 파괴되는 과

정의 산물이라고 보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화의 과정은 “일반 상품이든 노동력 상품이든 간에 공동

체적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물상화된 인간관계로 변화”시키면서 거대한 

개별화, 개인주의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시장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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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재편하거나 파괴하는 전형적인 공간”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대다수 개인들이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 삶의 공간

과 시간을 분리하거나 전자의 우선성으로 후자를 조절, 통제하는 상황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결국 인간관계의 물상화 경향이 기존의 공동체적 관

계들을 대체하게 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마지

막 보루인 핵가족마저 물상화되고 가족 구성원의 개별화 경향이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목도하는 한국 가족의 

분해나 독신 가구의 증가 현상은 바로 ‘가족 해체’ 경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박승희, 2006, p.223). 

이러한 점에 비춰 본다면, 가족 변화의 원인을 ‘개인주의 확산’이나 ‘가

족 의식의 약화’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 

된다. 오히려 현재 가족 변화의 양상들은 단순히 내용적, 형태적 다양화

가 아니라 표준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족 변화

의 장기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요컨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확인되는 가족 다양성 증가는 가족 불안정화 경향이다. 이 과정

에서 개인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급할지라도 다양한 일자리

들을 유전(流轉)”하는 것처럼 불안정한 가족제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취

약한 여러 가족의 형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박승희, 2006, 

pp.229-230).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가족의 다양화이나, 장기적이고 거

시적인 수준에서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가족 해체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따른 가족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표준

화된 가족 모델과 이로 인한 젠더 불균형성의 문제와 자녀 출산과 양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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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사회적, 젠더적 함의는 배제한 채, 정상 가족의 분해만을 문제시한

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예컨대 기성의 표준 모델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나 성별 분업에 관한 비판 역시 적지 않고, 이러한 비판의 대안

으로서 시도되는 반(Anti-)가족 운동 역시 가족 변동의 추동 세력일 수 있

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 변화를 단순한 물적 토대의 반 물로 규정하기

에는 재생산 기제를 둘러싼 윤리와 규범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역시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 변화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더 

치밀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제2절 가족 다양성의 기제와 특징적 양상들

  1. 가족 의식의 변화와 가족 다양성

현재 한국 가족의 형태적․내용적 변화는 한국인들의 가족 의식의 반

물이라는 점에서 가족 관련 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과거 1970~1980년대에는 가족이 개인보다는 단위로서 

우선되는 경향이 강하게 확인된 반면, 오늘날에는 가족단위가 개인의 권

리보다 더 우선하거나 가족이 가지는 응집성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보기

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가정 내의 폭력 및 학

대·방임 아동에 대한 공공의 제도적 개입 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불행한 

결혼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사회·문화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혜 , 2008b, p.73). 이러한 변화는 과거 개인

보다는 집단으로서 가족의 복리가 중요시되고, 당연하게도 개인의 가족

에 대한 헌신과 일체감을 강조하는 가족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요

컨대 최근 가족문화의 특징적 양상은 적어도 집단으로서의 가족 못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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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이후 상대적으

로 자유롭고 느슨한 인간관계와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이 우리의 가족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김혜 , 2008b, p.73). 

이러한 가족의 개인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의식들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 세대들이 그들

의 결혼을 지체하거나 삶의 우선순위를 달리 설정하는 현상들을 접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혼인의 필요성, 혹은 생애 과업으로서의 우선성

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사회조사(통계청,1998; 2016)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은 조사 시점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특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98년 33.6%에서 2016년의 경

우에는 1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 필요성의 인식 변

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혼

인 관계 유지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

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결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1.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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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치의 변화는 혼인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부터 2000년대 초 사이 혼인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2015년 기준으로 혼

인은 30만 2800건으로 전년 대비 2700건 감소하 다(통계청, 2016a).  

[그림 2-2]에서 보듯 실제로 2015년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임이 확인되고 있

다. 혼인율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후 증감을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

서면서 결코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1985

년 이후 증가하던 혼인 건수와 혼인율은 IMF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

작하여 현재 조혼인율은 6.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그림 2-2〕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의 변화(1970~2015)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주: 1981년 이후 자료는 신고 자료이고, 1970-1980년은 발생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6a). 2015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2016. 4. 7.).



32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이뿐만이 아니다. 결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청년 세대

의 과업으로서 결혼 우선성은 상당 부분 그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가

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혼인 연령은 10년마다 2세씩 꾸준히 

늦추어지고 있다. 지난 1980년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23.2세, 남

성 26.4세 으나 2010년에는 여성 28.9세, 남성 31.8세로 지난 30년 동

안 5세 이상 증가해 왔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혼인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

아지는 이른바 만혼의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2015년의 경우에는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각각 32.6세, 30세로 여성조차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

어서고 있다(통계청, 2016a). 또한 아래의 [그림 2-3]에서 보듯이 남성의 

경우 30~34세 연령 집단에서조차 혼인율은 62.4%에 머물고 있으며, 여

성들은 25~29세 집단이 41.2%, 30~34세 집단이 72.9%의 혼인율을 보

여 주고 있어 단순히 혼인 연령의 지연뿐만 아니라 혼인율 자체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연령별 혼인율(2015)

 (단위: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2016a). 2015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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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 적령기나 이혼에 대한 금기 등이 깨지면

서 점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13세 이상 

인구의 48.0%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용

적 태도가 더욱 높은데, 20~30대의 연령 집단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가 60%를 넘고 있다. 적어도 제도적인 혼인에 대

한 우위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13세 이상 국민의 

66.1%가 동의하고 있어 결혼에 있어 민족과 인종의 장벽은 크게 완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20대는 76.6%가 동의하고 30대는 76.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20~30대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통계청, 2016b), 이는 이미 국제결

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수용될 만큼 다문화 수용성이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는 의견에는 52.0%가 동의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나보다는 우리’를 강

조하는 집합주의적 가족문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20~30대의 경우 20대는 45.3%가, 30대는 49.8%가 동의해 전체 동

의율인 52.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2016b) 결혼 생활에서 

있어 당사자주의, 나아가 가족보다는 개인 행복에 대한 비중을 중요시하

는 경향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진술해 관해서는 전 조사 대상자의 24.2%만이 동의하고 있어

(통계청, 2016b) 저출산 풍토와 함께 혼전 관계는 수용할 수 있을지라도 

혼전 관계에서의 자녀 출산은 여전히 부정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기혼자의 삶의 질과 결혼 및 가족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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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할 만큼 가족의 물리적, 시간적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우리 사회의 

여건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친밀성, 성적 욕망과 재생산

을 분리하는 현대인들의 섹슈얼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일면으로도 볼 

수 있다. 

〈표 2-1〉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

계 동의 반대전적으로 
동   의

약 간 
동 의

약 간
반 대

전적으로 
반   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2016년 100.0 48.0 9.5 38.5 52.0 29.4 22.6 

남 자 100.0 50.7 10.8 39.9 49.3 28.9 20.4 

여  자 100.0 45.3 8.1 37.1 54.7 29.9 24.8 

20~29세 100.0 65.1 15.7 49.4 34.9 23.1 11.8 

30~39세 100.0 62.4 13.6 48.8 37.6 24.8 12.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16년 100.0 24.2 4.5 19.7 75.8 34.5 41.3 

남 자 100.0 26.7 5.1 21.6 73.3 34.9 38.4 

여  자 100.0 21.9 3.9 17.9 78.1 34.0 44.1 

20~29세 100.0 31.9 7.5 24.3 68.1 36.6 31.5 

30~39세 100.0 32.5 6.7 25.8 67.5 36.3 31.2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2016년 100.0 66.1 19.0 47.1 33.9 22.8 11.1 

남 자 100.0 66.5 18.0 48.5 33.5 23.1 10.4 

여  자 100.0 65.8 10.0 45.8 34.2 22.6 11.7 

20~29세 100.0 76.6 29.9 46.7 23.4 16.5 6.9

30~39세 100.0 76.2 26.3 49.9 23.8 17.6 6.3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2016년 100.0 52.0 9.6 42.5 48.0 36.6 11.3 

남 자 100.0 53.2 9.5 43.6 46.8 35.9 11.0

여  자 100.0 50.9 9.6 41.4 49.1 37.4 11.7 

20~29세 100.0 45.3 7.0 38.3 54.7 41.9 12.8 

30~39세 100.0 49.8 9.0 40.8 50.2 38.2 12.0 

자료: 통계청(2016b).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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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가족 의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성인기의 주요 과업으로서 가

족 꾸리기와 이의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 더 이상 모

든 사회 구성원들의 표준적 삶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유형

화된 생애 과정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평생을 제도

적인 가족 형성 없이 살아가는 개인이나 제도적인 혼인 관계 없이 파트너

와 생활하는 동거, 만혼으로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 등 다양한 개

인과 가족의 삶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혼에 대한 수용

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이혼율이 증가함은 물론 이혼 증가와 함께 증가하

는 재혼 커플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혼인 이력의 다양성은 말할 것도 없거

니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내에서조차 부모 자녀 관계의 복잡성

을 증가시키게 된다. 

  2. 핵가족의 감소와 가족의 개인화 

가족 의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가구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다양성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의 세대별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 구성원

은 1975년 평균 5.0명으로부터 1980년 4.1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05년 2.9명, 2010년 2.7명, 2015년 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해 왔다(통계청, 2016c). 또한, 1990~2005년까지는 4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었다면, 2010년에는 2인 가구(24.6%)가, 

2015년에는 1인 가구(27.2%)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는 변화

가 확인되고 있다(통계청, 2016d) (그림 2-4 참조). 무엇보다 이러한 가

구원 수의 감소는 세대 구성의 단순화와 맞물려 예컨대 2, 3세대 가구의 

급속한 감소가 확인되는데, 이는 통상 부모 자녀 관계나 조부모와 동거하

는 부부 및 자녀 가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비정형 가구로 지칭

되어 온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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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저출산과 혼인 기피 및 지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가구당 가구원 수

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림 2-4〕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의 변화(1975~2015)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 총조사.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에서 2016. 12. 29. 인출.

이처럼 혼인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평균 결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개인적 기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가족의 개인화가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잠식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

한다. 이는 향후 가족의 의미는 물론 가족 구성의 방식과 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혼인 행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원 수의 변화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핵가족

인 부부와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3인 가구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뚜렷

하게 감소하고, 이와 달리 부부 가족은 측정 시점마다 증가해 왔다. 이는 

[그림 2-5]에서 확인되듯,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연관되어 있다. 출산율

의 급락 지점은 1980~1985년과 2000~2005년의 두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초저출산 경향은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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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15)

(단위: 천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통계청(2016c). 2015년 출생통계. 보도자료(2016. 8. 24.).

  3. 가족 불안정성의 증가1)와 미완의 혁명2)

한국 사회 역시 빠르게 글로벌화되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

고 있다. 이제 상품의 생산과 판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다 많은 자본

의 축적과 이윤의 확보를 위해 자본과 인력이 국경을 자유로이 이동하면

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국가의 경계는 그 의미가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지구의 시간과 공간을 응축시키는 세계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세계

화로 인한 세계시장주의의 확대는 산업과 기업의 경쟁 심화를 불러일으

키고, 이러한 변화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만성적인 고용 불안과 

1) 이 부분은 필자가 발표한 원고(김혜 , 2013, 2014) 가운데 관련 내용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2) 이는 Esping-Anderson(2009)의 Incomplete Revolution(Blackwell)의 서명을 차용한 
것으로, 에스핑 앤더슨은 이 저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현대의 복지국가 체계
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을 가족 및 사회제도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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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된 일자리 창출로 나타나고 있다(김혜 , 2008a). 이른바 세계화

로 인한 경쟁의 심화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사회적 사실이 되고 있

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상품 및 소비시장의 급속한 발달은 내수 소비 수준

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어 가구당 평균적인 가족 소비 수준을 지속적으

로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간 생활 격차의 지속적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소자녀임에

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자녀교육 비용, 성인자녀의 독립 유예에 따

른 가계의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기인한다(양정호, 2004; 김혜 , 

2008b).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 기회의 격차를 확

대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가족의 경우에는 생계 소득자를 확대하거나 

소비를 축소하는 새로운 가족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김혜 , 2008a). 즉 가구 재생산 비용은 그 

특성상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 가구에

서는 생계 벌이가 가능한 성인의 수를 늘리게 된다. 통상 핵가족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도 부부가 모두 유급 노동에 종사

하는, 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낳게 된다. 무엇보다 가족 경제의 감소나 

소득 불안정의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자본 등이 취약해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비교 우위를 점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 노동

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다(김혜 , 

2008a).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 수준의 확대와 의식의 변화로 결혼보

다는 자신의 직업 경력을 더욱 중요시하거나 결혼과 경력의 양립을 추구

하려는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인 생계 부양자 가족은 더욱 증가

할 수밖에 없다. 맞벌이 가구의 통계 생산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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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계열적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2014년에는 유배우 1,182만 5,000가구 가운데 맞벌

이 가구는 4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a)

이런 점에 비춰 본다면 최근 들어 이혼 및 미혼자 집단이 급증한 것은 

곧 자율적 개인들의 결혼 형성 및 유지가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논리가 가족으로까지 침투함에 따라 가족 속

의 여성과 남성은 각기 자신들만의 노동일대기에 따라 가족생활을 조정

해 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일터와 가족생활에서 끊임없이 요구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벡-게른샤임, 1999; 김혜 , 2008a; 신경아, 2012). 이 

중 노동시장의 압력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가족생활 시간표는 일터의 요

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경력의 유지는 

개인과 가족 모두의 생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별과 세대를 넘어 

대부분의 개인들은 노동 시간을 늘리고 가족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신경아, 2012, p.21). 

계층적 양극화는 가족의 형태나 생활 방식에서 있어 커다란 차이를 유

발하게 된다. 또한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이 같더라도 계층에 따라 그 가

족이 마주하는 현실은 서로 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 가족의 다양성이 어

떠한 계층에서는 자율적인 선택으로 특징지어지지만, 선택에 제약이 있

는 일정 계층에서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혜

, 2015, p.163).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혼자서 생활하거나 가족 구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소득층의 삶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1인 가구의 증가율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비중은 총 증가한 1인 가구의 42%에 달한다. 따라서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는 곧 청년 실업의 증가나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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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인구의 증가 또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가구의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

음을 알 수 있다(김혜 , 2015, p.163).

과거와 같은 남성 생계 부양자 가족 모형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여성의 

유급 노동이 전 생애적인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가구들이 

맞벌이 가구나 생계 부양자가 두 명인 구조로 옮겨 가는 최근의 가족 변

화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김혜 , 2014). 즉, 불

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남성의 생계 부양자적 지위가 위협받게 되고, 

생계유지를 위한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성별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Coontz, 1992). 예컨대 여성의 

취업률은 1980년 42.8%에서 2015년 현재 51.8%로 증가했으며, 특히 

1980년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8%에서 2015년 54.2%로 

3.4% 증가했음에 비해, 같은 기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0%

에서 51.0%로 미혼 여성의 그것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주재선, 2015). 

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 또한 크게 변화하여 1988년에

는 사회조사 대상 여성의 과반수가 ‘결혼 전까지만 취업’하거나 ‘가정에 

전념’ 또는 ‘첫 자녀 출산 전’까지만 일한다고 생각한 데 비해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반대로 절반 이상(52.8%)이 ‘가정과 관계없이 일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통계청, 2015a). 

그러나 아직까지 취업 여성의 이중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가사 분담에 관한 한국 남성들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

어 젠더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 내 여성의 역할

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성별 갈등과 안정적인 결혼 관계의 

위협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혼 남녀의 가사 활동 참여 시간은 연령별 평균

이나 행위자 평균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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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통계청, 2015b), 유배우 가사노동 

시간은 남자 50분, 여자 4시간 19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전 조사

보다 남자는 7분 증가하고 여자는 7분 감소했을 뿐이다. 이를 다시 맞벌

이와 비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본 결과, 남성들의 가사노동은 기본적으로 

맞벌이 여부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

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47분으로 맞벌이 가구 남자와 별 차이가 없으나, 

여자들은 비맞벌이와 맞벌이 가구 간의 가사노동 시간 격차가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편의 참여가 저조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서 가사

노동을 단축하거나 압축적인 시간사용을 해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이러한 압축적 가사노동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여성들의 가사노

동 시간은 맞벌이 남성의 그것보다 3.3배 이상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참조). 

〈표 2-2〉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간:분)

2004 2009 2014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사노동 0:32 3:28 0:31 6:25 0:37 3:20 0:39 6:18 0:40 3:14 0:47 6:16

가정 관리 0:20 2:47 0:15 4:19 0:24 2:38 0:19 4:11 0:26 2:35 0:25 4:1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2 0:41 0:16 2:06 0:13 0:42 0:20 2:07 0:14 0:39 0:22 2:02

   주: 2014년도 가정 관리에는 ‘학습 관련 물품 구입,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2015) 일가정양립지표. 보도자료(2015. 12. 7.). 

p.12에서 재인용. 

실제로 아래의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혼율은 1970년 이

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가파르게 상승

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파고로 인한 가족 구성 및 유지의 원리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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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이 적지 않았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효과는 가족의 계층적 배경에 따

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김 미, 신광 , 2008; 윤홍식, 조

막래, 2007; 김혜 , 2008b, p.79) 오늘날 개인들이 체감하는 가족 의미

와 지위 변화 또한 계층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중상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통해 

가족의 생활 기회는 물론 여성 자신의 지위 향상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비

해 하위 소득 계층의 여성들은 취업으로 인한 계층 상승 효과는 물론 가

족 삶의 질 향상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층 이하 계급의 여성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중상류층 여성들과 달리 이중 부

담에 시달리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 역할 거부나 가족 내 

권력 관계가 허용하는 한에서 성별 분업 구조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

게 된다. 그리고 역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혼 남녀의 결혼 관계는 

위기나 해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김혜 , 2008b).

〔그림 2-6〕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의 변화(1970~2015)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주: 1981년 이후 자료는 신고 자료이고, 1970~1980년은 발생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6a). 2015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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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가족 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성별 불평등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과거보다 여성들의 유급 노동 참여를 당연시하는 작금의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책임과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족이 현실은 청년 세대들에게 결혼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이 직면

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과거에 비해 훨씬 계층적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좌우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일부의 청년 여성들은 부모의 지

원을 받아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입직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여성들은 비

정규 직업 경력의 유지나 인적 자본의 축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가족

의 경제력이 갖는 계급적 효과는 상당하다. 더욱이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

는 맞벌이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된 시장 상황에 의해 가족 간 소득 격차

를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결과 돌봄 대체 자원마저도 취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취약성이 심각해

지면 심각해질수록, 성별 위계보다는 생활의 압박이 갖는 긴요함으로 인

해 일자리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성별 위계구조로부터 벗어난 역할 구조

를 보여 주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 관계의 갈등이나 해체와 같은 위기 국면

과 조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위험 부담과 함께 남성에 비해 차별적이고 주변부적인 노

동자성으로 노동시장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일과 가족 선

택을 둘러싼 고민은 과거보다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미혼 여성들의 

결혼 의식이 다른 계층의 여성이나 남성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나 이혼의 실질적 증가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와 우리 사회 모두 이혼은 어느 정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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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 현상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더욱 계층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서구와 마찬가지로 이혼율의 상승 폭은 다소 둔화

되는 경향을 보여 주지만, 이혼율에 있어서 인구의 하위 집단 사이에 나

타나는 차이는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이 그것이다(Raley 

& Bumpass, 2003: 우해봉, 2011, p.141에서 재인용).  

이처럼 2000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가 갖는 위력은 곧 집단으

로서 가족 형태와 기능의 변형을 넘어 그 의미조차 빠르게 해체시키고 있

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어 온 개인 노동

력의 상품화와 시장화를 더욱 강제하면서 가족의 개인화를 촉발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개인주의가 확대재생산 되면서 자율적 개인들의 

친밀한 공간으로서 가족생활이 전면에 부각되어온 산업 사회적 가족 이

상은 신자유주의 사회를 통해 친밀성의 공간마저 개인화하고 더욱 양극

화된 계층적 공간으로 분화되면서 오늘날 가족은 다양화를 넘어 복잡성

의 증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지난 50년간 서구 가족 변

동의 주요한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에 앞서 대부분의 

서구 선진 국가들 역시 성 관계와 결혼제도의 연관성은 감소 혹은 단절되

기도 하고, 이로 인한 비(非)결혼 관계 내 출산은 증가하면서 더욱 더 부부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역시 유동적이고 

복잡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한부모의 자녀이거

나 양부모라 할지라도 생식 부모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자녀들, 

심지어 생식 기술에 힘입어 무연의 성인들과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은 형태적 다양성과 내용적 복잡성을 

보여 주고 있다(Furstenberg, 2014: 김혜 , 2015, p.1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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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비혼 동거 관련 연구 동향

  1. 동거 연구의 동향과 동거가족의 개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가족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또 다

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가

족 삶의 내용적, 형태적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성 증가가 갖는 함의나 원인에 관한 진단은 논자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만, 대체로 과거에 비해 가족이 갖는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즉 성인이 되면 모든 남녀

가 반드시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삶의 순리라는 과거

의 가족 의식은 점차 적실성을 잃어 가고, 대신 개인의 상황에 따른 판단

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결

혼, 출산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친밀성과 섹슈얼리티

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혼전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애정을 토대로 한 남녀의 혼전 동거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의 증

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의 동거 커플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작금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그동안 혼인제도를 경유하지 않는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

혼 규범의 일탈자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제도적 혼인을 

벗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대안적 삶을 선택하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은폐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거의 파트너십을 추구해 온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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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파악이나 생활 실태 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자료 수집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00년 이후 몇몇 동거 관련 연구의 경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이제까지 진행된 동거 관련 연구들은 석사학위 논문들을 중심

으로 간간이 그 명맥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거 커플에 대한 연

구 관심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자료

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논문들은 동거 유경험자들을 소개

받아 이들의 인터뷰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일부 예외적으로 

의도적 표집에 의한 제한적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

나 그러한 연구 역시 주로 대학생 등이나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어 이

들의 출산이나 가족 관계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

에서 동거 의식 등 일반인들의 태도 연구를 제외한다면,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실제 동거 당사자들의 경험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여성과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동거를 가부장적인 한국 가족의 특성이 갖는 여성 억압을 최소

화하기 위한 대안적 가족의 하나로 설명하는 여성학계의 이론적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의 전형적인 예로는 박은주(2002)의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동거 양상과 대안적 가족 개념의 모색”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김

지 (2005)은 “동거를 통해 본 성별 관계의 지속과 변형”이라는 석사 논

문에서 20∼30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동거의 

젠더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동거 관계가 과연 가부장적 젠더 관계의 대안 

혹은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해란, 

김계하(2010)는 전남 지역의 3개 대학 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동

거 경험을 통해 동거와 가족 기능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21.1%가 ‘1년 이내’에 동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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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동거 유경험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족 기능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동거를 선택한 커플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김미현(200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 실태조사와 함께 혼전 

동거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논의한 바가 있다. 이에 비해 조오숙(2002)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동거 커플의 관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거 

커플의 관계 만족도와 함께 이들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탐

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압력이나 이로 인한 커플들의 관계가 갖

는 혼란함의 문제와 이로 인한 동거 커플의 관계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간헐적이기는 하나 

동거 커플에 대한 연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거 커플이 갖는 대안적인 젠더 관계 및 가족 구성의 가능성 등을 논의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연구의 축적은 미진한 상황이고, 무엇보

다 동거 커플의 규모와 변화 추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을 둘러싼 

가족 관계와 이들 사이의 자녀 출산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이들 당사

자의 관계 변화 등과 같은 동적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연주(2008)의 연구는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한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동거 커플의 규모와 추

이를 밝히기보다는 동거자들의 특성을 밝히고 있어 이들을 둘러싼 가족 

및 젠더 관계의 맥락은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혼인신고와 사회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거하는 개인들의 

주요한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첫째, 동거는 초혼보다 

재혼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거가 가족제도의 전반적

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는 남성 집단의 경우 취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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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적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동거 선택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결혼 커플보다 

동거 커플에서 평등한 성 역할 수행이나 성 역할의 반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동거 커플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 예컨대 이들의 연령이나 교육 수준, 직업 유무나 가족 가치관 등은 미

혼 혹은 이혼자 집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도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더욱 유사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동거를 

결혼으로 가기 위한 이행적 결합이나 과도기적인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

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수용한다면, 적어도 오늘날에는 이혼과 

재혼이 점진적인 증가세라는 점에서 동거 커플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결혼 이행으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기는 어

렵다는 점에서 동거 커플은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혼인신고와 사회통계 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비혼 집단의 동거 행태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과거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렵고, 구직

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 세대의 친밀성 추구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제도적인 혼인 관계

를 넘나드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특정 시기에는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

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거자 집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적 정의는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동거의 기간을 수개월 내로 한정할 경

우 동거 경험률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거가족의 개념 정의에 있어 동거 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결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이다. 동거의 목적이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인

지 혹은 결혼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제도적인 혼인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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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관한 것인지에 따라 두 당사자의 결합이 갖는 가족 정책적 함의와 

의미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커플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구분이 가능한데, 이는 이들이 제도적인 혼인으로 가

지 않고 동거 커플의 방식을 취하는 이유와 동기에 따라 이들 집단의 관

계적 안정성은 물론 관계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결혼 의사 없이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다. 단순한 

성애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경제적 이유나 원치 않는 임신에 의

한 부모 됨으로 일정 기간 양육을 목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성의 권위적인 젠더 관계와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거부하는 사

람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여러 번의 혼인 관계를 경험

한 사람들이 혼인 의사는 없으면서 결혼 관계와 같은 유대 혹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에 의한 동거 관계를 맺는 재혼자 집단의 

동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유형 구분의 한 축은 파트너들 간

의 성별에 관한 것으로, 동성 간 동거 혹은 이성 간 동거인지를 구분하는 

분류이다. 그러나 아직 동성 간 동거 커플에 대한 논의 자료가 많지 않다

는 점에서 세세한 유형 구분의 기준들을 갖고 이들의 파트너십을 논의하

기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다만 동거의 동기와 유형은 동성 커플 또한 

이성 커플의 구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동거 가족을 유형화하면 [그림 2-7]과 같다. 아

래의 그림은 동거 기간에 대한 사회적, 이론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

서 주로 동거를 선택한 이유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동거를 유형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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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동거 선택 동기에 따른 동거가족의 유형과 특성

주: 본 그림은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의 동거가족을 전제
로 도식화한 것임. 따라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동거가족도 있음. 또한 ‘이벤트’는 ‘과정’과 
‘결과’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동가가족이라 하면 결혼제도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결혼한 관계와 비슷한 특성들을 보이는 사실혼, 동거, 혹은 동성 결합(박

선  등, 2008)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

상과 관련해 초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현상에 집중된 연구를 위해 청소년 

동거가족, 이혼 후 재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가족, 그리고 동성 간의 결합

은 또 다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즉, 남녀 2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혼, 동

거를 본 연구의 비혼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동거가 완벽하게 

우리 사회에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거가 안정된 가족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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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비혼 동거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 것을 바탕으로 비혼 동거가족을 기본적인 표현으로 한다. 이와 함께 

문맥적 흐름에 따라 동거 커플, 동거 관계 등의 표현도 더불어 사용한다.

  2. 동거가족의 주요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연구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혼의 독

신이나 한부모, 미혼모 가족,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동거가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급속한 사회 변화는 

곧 개인들의 행위와 규범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는 만큼 동거가족이 빠르

게 증가하거나 수면 아래에 있던 동거 커플들이 과거에 비해 가시화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적어도 가족의 개념 

또한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 확실하다(Powell, B. et al, 2010). 

우리보다 가족의 변화가 빠르게 진전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성애적 커

플 동거의 문제를 넘어 동성 커플의 동거와 이들의 자녀 입양 및 출산 문

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거가족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심지어 1990

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는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결혼과 동거, 나아

가 개인 간 연대를 보장하는 일종의 PACS(프랑스, Pacts Civil de la 

Solidariteˊ, 1999)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커플 관계의 제도화를 모색하

고 이에 대한 논의 또한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 사회의 경

우 이미 결혼은 생애 과정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혼

과 재혼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혼전 동거뿐만 아니라 혼인 경험 이후 

다양한 동거의 유경험률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Carlson & 

Mey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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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만큼이나 동거율이 낮은 일본의 경우에도 비혼 동거

(nonmarital cohabitation)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동거 커플의 증가세

를 보여 주는 자료의 불안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저출산 기조 속에서 혼전 동거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제2차 

인구 변천으로 인한 가족 변화, 즉 자아 성취와 개인주의화, 여성의 경제

적 독립, 미혼 출산의 규범적 허용과 같은 문화 변동을 경험하지 않은 상

태 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서 혼전 동거 등이 증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aymo, Iwasawa, & Bumpass, 2009). 

일본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우리 역시 제2차 

인구 변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본 못지않게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젠

더 불평등이나 가부장적 가족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자신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하는 새로운 위기와 다양한 기회에 봉

착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동거 커플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실

제로 사회 변화에 힘입어 동거 커플 및 이들 가족의 존재가 가시화될 경

우 이들 가족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또한 가능

해질 것이다. 동거 커플이 대안 가족일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제도적인 결

혼에 비해 성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가, 나아가 개인화와 같

은 지구적 문화 변동에서 동거 커플의 파트너십이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

엇인가 등에 대한 지속적 토론과 이와 연관된 경험적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최소한 동거가족을 규정하

는 동거의 지속 기간과 관계적 특성이 무엇인가가 규명될 때에야 비로소 

분명한 동거가족의 의미는 물론 이들에 대한 가족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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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 동거는 결혼과 자녀 출산과 결합되

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가족 형성 과정에

서 동거의 역할은 차이를 보여 주는데, 일본은 미국과 달리 동거가 결혼․
출산과 강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출산 가운데 2%만이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면 4명 중 1명만이 결

혼 후 임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임신이 결

혼 전 동거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사하게 일본

의 동거가족 또한 교육 수준이 낮고, 가족에 대한 태도가 보다 자유로울

수록 동거 경험 유무에 강한 향력을 주고 있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교

육 수준이 낮은 경우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한다는 데 반해 일본은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동거가 여전히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Raymo, Iwasawa, & Bumpass, 2009, 

pp.785-803). 이는 미국과 일본 동거가족의 차이인 동시에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Smock(200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국 모두 동거가 부분

적인 결혼의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서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동거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비혼 동거는 여성

의 교육 수준과 인종 집단에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수준이 낮

은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동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반면 국의 경우에는 동거가족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무관한데, 이는 동

거 비율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이다. 곧 동거가족의 증가세와 이들 비

중의 급증은 동거가족의 특성 변화에도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

거가족의 비중이 적지 않고, 이들 가족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들

의 선택은 보다 수월하게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결혼 전 

단계의 이행기나 과도기가 아닌 별도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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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에 비해 증가가 더디고 여전한 수적 소수일 경우에는 가족 및 

친지, 동료, 이웃 등의 암묵적 압력에 의해 관계적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고, 이러한 압력은 이들 관계를 제도적 관계로 유도하거나 빠른 

관계 해체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동거 커

플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특정 사회의 가족 관계 및 형태적 맥락 속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동거는 결혼 전과 후에 모두 발생 가능한 생애 사건이다. 최근 국의 

동거 패턴은 혼전 동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혼한 여성들이 결혼 경험이 없는 여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동거를 하는 모습을 보 으나 현재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역시 국과 마찬가지로 동거 비율은 결혼한 

적이 없거나 결혼을 앞둔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동거(cohabiting union)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대략 반년에서 1년 동안 유지되며 10명 중 1명만이 5년 이상 동거

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의 경우는 미국보다 조금 더 길

게 유지되어 동거 집단의 대략 반 정도 이상이 34개월간 동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mock, 2000, pp.1-20). 그렇다면 사회적인 승

인이나 이들에 대한 정책 개입의 기준으로서 최소한의 동거 기간은 어떻

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보편화된 사회

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의 국가적 관심에 따라 다

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동거가족’으로 호명할 수 있는 조건의 구체화는 쉽지 

않다. 

통상 동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가 종료되는데, 결혼하거나 

그들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동거 커플의 절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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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이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

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

다. 그리고 이때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커플일수록 결혼을 계획하

거나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거가족의 안정성이나 이들의 

제도적인 결혼 관계로의 이행에는 경제적 자원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mock, 2000). 그렇다면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

원이 적은 청년 세대와 하위 계층에 속한 중년 세대의 동거가족들은 안정

적인 관계보다는 일정 기간 후에 해체나 파국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파트너십의 잦은 해체와 불안정한 관계로 인한 개인 삶의 불안정

성과 정서적 안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안정적인 

관계 맺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

회적 합의는 가능한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동거가족의 불안정성, 특히 이들 자

녀의 안정적 양육과 사회화가 어려워지는 동거 커플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이다. 동거 커플의 출산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 관계가 갖는 특성상 안정

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구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거 커플의 자녀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동

거가족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점차 동거는 결혼

의 전 단계로 인식되기보다는 다양한 파트너십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

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 내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의 헌신과 구속

은 기성의 전통적 가족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다. 실제로 서구 사

회는 동거 과정에서 자녀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지만, 이들 가

족의 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Kelly & Wild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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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따라서 이들의 관계적 특징과 그 변화는 여전히 미답의 역이 아

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한국적 상황은 보다 중층적이다.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졌지만, 엄격한 자녀 양육의 책임과 함께 나날이 증

가하는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은 기혼 남녀의 출산 의지조차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책임성과 과도한 부모 헌신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서구와 달리 성인남녀의 동거 그 자체로 종결되거나 

동거 파트너십만을 추구하는 동거가족이 양산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초저출산이 10여 년 넘게 이어지면서 저출산 국가로부터

의 탈출이 시급한 국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동거가족

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다. 자녀 임신으로

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확립된다면 동

거가족이 갖는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

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적인 출산 및 아

동 지원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라면, 우리와 같이 혼외출산율이 낮은 사

회에서는 오히려 동거 커플 스스로가 자녀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녀 출산의 기피와 억제는 다시 동거 커플의 관계에도 일

정한 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동거 커플이 갖는 의미와 향후 이들 가족의 

행로는 서구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는 점에

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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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외 비혼 동거 관련 연구 동향

비혼 동거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의 동향

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거가족과 관련된 연구의 양

이나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국내 연구와 달리 국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동거 관련 연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동거 

관련 국외 연구를 그 주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을 미루는 현상과 결혼을 하려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시작으

로 대부분의 서구 사회는 1980년대부터 가족 형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Le Bourdais & Lapierre-Adamcyk, 2004). 특히, 대부

분 유럽 국가에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부터 혼인율의 감소 현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고, 1980년대 초 이후에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혼인율 감소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동거의 증가 다(Kiernan, 

1999). 또한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동거

의 증가는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결혼 형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

냈다(Le Bourdais & Lapierre-Adamcyk, 2004). 

이렇게 혼인율의 감소와 그에 따른 출산율 변동으로 세계 각국이 맞이

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족 형태의 변화 및 다양성 속에서 중요한 

의미로 해석되는 동거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연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그에 따라 동거 관련 연구가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내

와 달리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국외 연구는 주제 또한 그만큼 

다양하다. 동거 관련 연구의 주제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변화에 따른 동거 현상 및 동거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 결혼 전 단계로의 동거에 대한 연구, 

동거와 결혼 그리고 이혼 등 혼인 상태의 하나로 동거를 이해하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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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구, 출산 및 가족 형성과 관련한 동거 연구, 동거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동거 생활에서의 관계 및 만족에 관련한 연구, 청소년

기의 임신과 동거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동거 관계에서의 임신에 관한 연

구 및 동거의 한 결과로 발생하는 미혼모 관련 연구 등 동거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동거가족에서의 자녀 

양육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 관한 연구, 사회 변화와 결혼제도 및 동거와 

관련 제도 연구, 동거에 대한 사회의 태도 등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연구 대상의 범위가 동거 커플에서 동거가족의 자녀 

세대로까지 확장되었고, 연구 주제의 범주는 동거 커플의 이슈와 같은 미

시적 수준(micro-level)에서 동거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과 변화, 인식 및 

제도 등 거시적 수준(macro-level)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다루

어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외 연구에 대해서는 동거 관련 기본적인 주

제 및 본 연구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 전환(societal transition)과 동거

1960년대 서부 유럽(Western Europe) 국가들과 북미, 그리고 그 후 

1990년대 중동부 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체코, 폴

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사회 구조 및 경제 

구조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Ochiai, 2014; Sobotka, 2008). 다방

면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사회 변화들은 개개인의 행동에 새로

운 환경을 만들어 냈고, 결과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동향에까지 향을 미

치게 되었다(Aassve, Billari, & Spéder, 2006). 초혼과 초산 시기가 연

기되고 여기에 이혼율 상승까지 동반되었다. 이러한 출산과 관련된 행동

들에 일어난 변화는 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변화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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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급락하는 현상이 이어졌

다. 그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동거가 널리 퍼져나가고, 혼외출산이 

증가하며, 부모 곁을 떠나는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

났다(Aassve, et al., 2006; Ochiai, 2014). 이러한 현상들이 서로 얽혀

서 여러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는 현상을 제2차 인구 변화(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라고 일컫는다면(Van de Kaa, 1987), 유럽

과 북미에서 2차 인구 변화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동거의 증가는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 다.  

이렇게 증가한 동거라는 생활방식은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하지

만 동거가 널리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는 동거가 가

족을 형성하는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은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즉, 동거가 한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자리 잡아가는 것에는 단계가 있

다는 것이다. Kiernan(2001)에 따르면, 동거가 사회에 퍼지는 과정은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동거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일탈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이 결혼을 하는 사회에서 소수의 싱글 그룹이 

만드는 전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거가 결혼 전

에 서막이 되거나 둘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시험적인 기간이 된다. 이러한 

단계의 사회에서 동거는 대부분 자녀가 없는 동거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동거가 점점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결혼의 대안이 되기 시작한다. 또한 

더 이상 부모가 반드시 결혼한 부부여야만 하는 사회가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사회에서는 동거와 결혼의 구분이 불분명한 단계에 이른

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동거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결혼한 

부부와 다를 것이 없어 결국 동거가 결혼을 대체할 수 있거나 최소한 결

혼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Kiernan, 2001).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이런 

네 번째 단계의 사회로 변화되었고, 한 사회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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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단계의 사회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즉 기간의 문

제이지 단계는 계속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회가 어

떠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전 단계에 있던 동거 형태들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다음 단계인 사회에 공존하게 된다

(Kiernan, 2001). 

  2. 동거 유형의 변화

 동거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행해져 왔다. 동거의 발

전 과정을 보면 과거의 동거는 노동자 그룹이나 결혼식을 올릴 경제적 상

황이 따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거나(Kiernan, 2004; Trost, 

1978; Villeneuve-Gokalp, 1991), 혹은 이혼 후 재혼 대신 택하는

(Haskey, 2001) 삶의 방식이었다. 특히, 1950~1960년대 유럽 국가에

서 이혼율이 증가할 당시의 동거 형태는 이혼 후 동거가 가장 많았다

(Kiernan, 2002). 하지만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이혼한 많은 사

람들이 혼자 살거나 한부모 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de Vaus, 

2004)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동거를 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는 자신의 상황에 의해 동거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면, 

1970년대 결혼을 대신하는 동거 유형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1980~1990년대에는 그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Kiernan, 

2002).

동거 비율이 증가한 1990년대에 15개의 EU(European Union) 국가

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1996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여성의 혼인 상태에서 동거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와 같은 북유럽 국가

에 동거가 가장 널리 퍼져 있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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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동거 비율 수준이 중간에 속하는 국가들이었

다(Kiernan, 1999, 2002). 미국과 호주의 동거 수준 역시 이들 중간 그

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졌다(McDonald, 2000; Raley, 20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과 아일랜

드는 동거가 드문 국가에 속했다(Kiernan, 1999, 2002)(그림 2-8 참조).

〔그림 2-8〕 1996년 EU 국가 25~29세 여성의 혼인 상태

자료: European Commission(1996). Eurobarometer Surveys:  Kiernan(2001). p.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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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와 형태가 다양화된 현대의 동거에 대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

분은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이다(Hiekel, Liefbroer, & Poortman, 

2014; Rindfuss & VandenHeuvel, 1990). 이를 더욱 세분화해 동거를 

구분하면, ‘결혼의 서막’(‘prelude to marriage’), ‘시험적 결혼’(‘a trial 

marriage’),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불

만이지만 결혼 의도는 있는 동거를 묶어 결혼 과정 중 한 단계로의 동거

로 보고,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과 관계없이 하는 동거는 결혼의 대안으

로서의 동거에 속한다(Hiekel, et al., 2014). 앞선 연구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분류를 한 연구에서는 동거는 ‘결혼의 서막’인 경우(‘prelude to 

marriage’, 비교적 동거 기간은 짧고 임신 비율 낮음),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의 동거’(‘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주로 자녀를 낳은 

후 결혼으로 이어짐), ‘싱글 대안으로서의 동거’(‘an alternative to be-

ing single’, 비교적 동거 기간이 짧고 결혼보다는 헤어짐으로 동거가 끝

남),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an alternative to marriage’, 동거기

간이 길고 임신하는 경우도 많음), 그리고 ‘결혼과 아주 흡사한 동거’(‘a 

status indistinguishable from marriage’)로 나눌 수 있다

(Heuveline & Timberlake, 2004). 

이 유형들을 국가에 적용해 보면, 마지막 유형인 결혼과 아주 흡사한 동

거는 스웨덴의 동거가 그러하다. 동거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

고 동거 커플 사이의 자녀 출생도 특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도 동거 커플이 첫째나 둘째를 출산한 후에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나 캐나다에서는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택하고 뉴질랜드와 미국

은 주로 싱글의 대안으로 동거를 택한다. 그리고 유럽 중 폴란드,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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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페인 등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동거가 흔하지 않고, 이들을 제외

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서의 동거는 결혼의 서막이거나 결혼의 한 단계, 

즉 결론적으로는 결혼에 이르는 동거 유형을 보 다(Heuveline & 

Timberlake, 2004). 동거의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 유형을 크게 나누면 

결국 언젠가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혼의 한 과정으로서의 동거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진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혹은 현재는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동거자 특성의 변화

동거의 이유나 그 유형이 과거에서부터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것과 더

불어 동거를 택하는 사람들 또한 변화되고 다양화되어 왔다. 동거는 초기

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동거는 노동자 그

룹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시작되었다(Hoem, 1986; Spéder, 

2005).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거는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유행하는 특징을 보 다(Bumpass & Lu, 2000; Bumpass & 

Sweet, 1989). 하지만 최근에는 동거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택하게 되는 

것에서 벗어나 고학력자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면서(Baizán, 

Aasve, & Billari, 2003; Kalmijn, 2007; Rosina & Fraboni, 2004) 

동거자의 특성이 변화되었다. 

동거가 서구 사회보다는 널리 퍼져 있지 않은 동양 국가 중 하나인 필

리핀에서 15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

(2002 Young Adult Fertility and Sexuality Study)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여전히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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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경험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Kabamalan, & 

Ogena, 2007).

교육 수준의 측면이 아니라 동거자의 특성을 가치관 측면에서 살펴보

면, 결혼을 한 사람들과 비교해 동거자인 경우에 전통적인 성 역할은 덜 

강조하고, 결혼 생활 내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Lesthaeghe & Surkyn, 1988; Thomson & Colella, 1992). 따

라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배우자 사이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중요하

다면, 동거 생활은 상대방 서로의 평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다(Villeneuve-Gokalp, 1991). 

  4. 동거의 기간

먼저,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가 지나야 동거라고 

인정된다는 등의 정의를 내리거나 동거 관계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동거는 커플이 결혼을 하거나 헤어짐으로 끝

이 나게 된다. 따라서 동거의 기간 또한 결혼으로 동거가 끝나는 기간과, 

헤어짐으로 동거 관계가 정리되는 기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출산 및 가족조사(Fertility 

and Family Surveys, FFS)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동거 시작에서 결

혼까지의 기간과 동거 시작에서 동거 해소까지의 기간을 개월 수로 나타

내 그 중앙값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거 시작에서 

결혼까지의 개월 수 중간값은 참여국 중 스웨덴이 48개월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각각 26개월과 22개월이었고, 나머지 국

가들은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다. 즉,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결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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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기간의 중앙값은 평균 2년 이하로 짧은 편이었다. 반면 동거 시작 후 

헤어짐으로 끝이 나는 기간은 노르웨이와 국의 중앙값이 19개월로 짧

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값이 2년 이상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 

전 동거 기간이 특히 길었던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헤어

짐으로 끝나는 동거 기간의 중앙값이 결혼으로 끝나는 동거 기간의 중앙

값보다 컸다(Kiernan, 1999). 

법적인 상황에 놓 을 때 동거의 기간이 중요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동

거의 기간은 동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노르웨

이의 경우 동거자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이들은 확실한 동거자이고 이러

한 동거자들은 혼인한 부부와 거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이가 없는 동거자들이고, 이때 동거의 기간은 법적인 

상황에서 이들을 혼인한 부부와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은 2년의 동거 생활을 

했을 때 혼인한 부부와 같이 대하는 경우가 많다(Noack, 2001).  국에

서는 1987년과 1995년 사이에 동거 기간의 중앙값이 1년에서 3년으로 

증가했다는 결과(Murphy, 2000)도 있어 장기로 이어지는 동거가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동거와 임신·출산

동거 사이에서의 임신이 어떻게 결혼을 미루거나 앞당기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임신을 하게 되면 동거를 하고 있다가도 출산 전에

는 결혼을 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 통념을 따르려는 것과 더불어,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태어

날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을 주기 위한 결정인 것이다(Blossfel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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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3: Steele, Joshi, Kallis & Goldstein 2006, pp.138-139에서 

재인용). 특히, 남자는 자녀의 아버지가 됨에 있어서 결혼한 것과 결혼하

지 않은 상황에서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혼인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

기 바라고, 여성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될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적인 안정을 위해 자녀 출산을 혼인 관계 내에서 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Blossfeld et al., 1993: Steele, Joshi, Kallis & Goldstein, 2006, 

p.139에서 재인용). 임신은 동거 커플이 결혼할 확률을 높이고 헤어질 확

률은 줄인다는 결과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한다(Berringotn, 

2001; Steele, Kallis, Goldstein, & Joshi, 2005). 

하지만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 동거 중인 커플이 결혼을 할 확률은 예상

하기가 힘들다는 입장도 있다. 자녀가 있는 동거 커플은 장기적이고 안정

적인 관계를 위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 전에 결혼

을 하지 않는 동거 커플은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생각해서 자녀가 없는 

동거 커플들보다 오히려 결혼을 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Wu, 1995). 

결혼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출산 전에 결혼을 했을 것

이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 후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드물다는 것

이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동거 커플의 출산 형태는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 형

태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 다(Bacharach, 1987). 21세기가 된 지금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동거 커플이 임

신을 하게 되면 출산 전에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동거가 

부모가 되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다(Raley, 2000). 하지만 동거 커플 사이

에서의 출산은 늘어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1970년과 2001년 사이에 

동거 커플의 자녀가 전체 아동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2001년까지도 자녀가 있는 동거가족은 9% 수준



제2장 이론적 검토 67

으로 알려졌다(de Vaus, 2004). 캐나다의 경우도 1980년대 초에는 6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아이 다면(Marcil-Gratton, 

1998), 2000년까지는 거의 3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

어났다(Statistics Canada, 2003). 

동거 비율과 혼외출산율이 모두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에 이미 출생아의 반 정도는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었고, 이러

한 현상은 2000년대가 지난 이후까지도 계속 유지(2011년 53%)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Vitali, Aassve, & Lappegård, 2015), 동거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동거 사이의 임신과 출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 동거가족에 대한 태도, 인식 및 수용성

서구 사회에서는 과거 수십 년에 거쳐 가족에 대한 가치 혹은 가족 형

성 등과 관련된 인식들이 변화해 오면서 동거에 대한 인식 또한 함께 변

화되어 왔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동거를 직접 경험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결혼의 대안이 되기까지 하는 등 동거가 널리 퍼져 감에 따라 동거를 어

떻게 생각하는지, 즉 동거에 대한 태도(attitudes)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

이 진행되어 왔다.

캐나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동거 관련 태도는 

나이, 혼인 상태, 거주 지역, 고용 상태, 교육 수준, 종교, 그리고 희망 자

녀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혼인한 상태 및 사별한 여

성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태도를 보 다. 이에 반해, 싱글, 별거, 이혼 또는 현재 동거 중인 여성

들은 동거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로 받아들 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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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골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보다 동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 다. 교육 수준 또한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 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동거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상태에 따라서 보면, 일하는 여성이 일

하지 않는 여성보다 동거에 대해 자율적인 태도를 보 다. 교회에 다니는 

여성이 동거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이 연구에서도 종교가 동

거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자녀 수에 따라

서도 동거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 는데, 자녀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동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결혼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자녀를 

원할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u & 

Balakrishnan, 1992). 동거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닐 정도로 이미 

동거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인 노르웨이에서도 중년 이상의 그

룹은 청년층에 비해 동거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 특히, 자녀가 있는 

동거라면 그 반대 의견은 더욱 강해진다(Noack, 2001). 즉, 서구의 국가

들이 한국보다는 동거에 대해 수용적인 사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의 15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동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보 다(Williams, Kabamalan, & Ogena, 

2007). 이 연구에서는 15세에서 27세가 연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룹이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나이가 어릴수록 동거에 대해 부정

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는 동거에 대

해 약간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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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사회에 일부 존재한다(Medina, 1991)는 앞선 연구를 뒷받침했

다. 선행 연구는 이러한 이중 잣대에 더해, 필리핀 여성들은 결국 결혼으

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지만, 상대 동거 남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들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동거를 바

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 다(Medina, 1991). 필리

핀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동거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 다(Williams et al., 2007). 

인식에 대한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거를 지지하는 비율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많이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를 보면, 1970년대에는 동거를 결혼을 위해 거치는 시험적인 시

간이라고 보는 비율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40% 정도 던 반면, 2008

년도에는 그 비율이 70% 가까이로 증가했다(Bogle & Wu, 2010). 젊은 

청년들의 인식 정도는 미국의 국가 청소년건강 종단연구(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1994~1995년에 7학년

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시작) 중 2001년과 2002년에 이루어진 세 번째 

조사 참여자 중 20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11,988명을 샘플로 추출해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았다. 결혼과 관계없이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이 괜

찮다는 의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샘플 중 57%는 찬성하 고, 19%는 

보통, 나머지 25%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었다. 남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에는 위와 동일한 동거에 대한 의견에 남성의 62%가 찬성하는 반면, 여

성은 5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현재 택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결혼할 의도가 없이 동

거하는 것을 가장 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거 

중인 사람들은 70%,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59%, 현재 솔로인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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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 위의 동거 관련 의견에 찬성을 한 반면, 결혼한 사람들은 46%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ott, Schelar, Manlove, & Cui, 2009). 

현재 결혼을 한 사람들의 반 이상은 결혼 전에 동거를 한 경험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율이 찬성한 이유는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거 중인 사람들 중 70%가 

동거에 찬성했다는 것은 나머지 30%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 또한 

결혼을 계획하며 동거 중인 사람들의 의견이 함께 들어 있어서 나타난 결

과일 수 있다. 즉, 동거하는 사람들의 이유나 동거의 동기 등이 너무나 다

양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와 같이 생각과 실제 행동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Scott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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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 비혼 동거가족의 현황

우리나라의 동거가족에 대한 통계를 구할 수는 없지만, 해외 국가들 특

히 유럽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동거가족을 찾아보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는 어느 정도의 비혼 동거가족이 존재하는지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아래 표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 중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약 60% 정도 다. 대부분이 결혼을 한 관

계이거나 등록된 파트너 관계이기 했지만 10% 정도 가까이가 동거 관계

다. 스웨덴이 약 20% 정도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동거 비율을 보 고,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도 파트너와 살고 

있는 형태 중 15% 정도를 동거가 차지하고 있었다. 

20~34세로 연령을 한정 지으면 동거가 더욱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거의 30% 가까이까지 동

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OECD 데이터에서는 이미 “혼인 혹은 등록된 파트너 관계”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고, 여기서의 동거는 동거 관련 등록제에 등록하지 않

은 동거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동거 커

플을 위한 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를 전통적인 혼인 관

계, 시민연대협약 등에 등록된 관계, 그리고 단순 동거 관계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해외 비혼 동거가족 현황 및 
제도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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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단위: %)

   주: 1) 호주 2011 인구 주택 센서스 데이터, 캐나다 2011 센서스 데이터, 뉴질랜드 2014 인구 주
택 센서스 데이터, 미국 센서스 데이터, 그 외 국가는 EU 201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데이터 
반 .

        2) ‘파트너 없음’은 결별, 이혼, 사별 등 현재 시점에서 파트너와 함께 살지 않거나 파트너가 없
는 상태를 의미함. 즉, 자녀가 있는 한부모, 결혼 또는 동반자 관계를 등록했지만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 과거 결혼 또는 동반자 관계를 등록했지만 이혼하거나 동반자 관계를 
해소한 상태, 사별 혹은 동반자 관계의 파트너가 사망한 상태. 그리고 미혼 상태를 포함함.

        3) 호주의 ‘혼인/동반자 관계’에는 법적 혼인만 포함됨. 
        4) 미국의 연령 구분은 18세 이상과 18~34세 그룹을 의미.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9.7. 추출.

20세 이상 20~34세

파트너 있음

파트너 
없음2)

파트너 있음 

파트너 
없음2)

전체

혼인/ 
등록된 
파트너 
관계 

동거 전체

혼인/ 
등록된 
파트너 
관계  

동거

호주 63.79 53.59 10.20 36.21 47.06 29.41 17.65 52.94

오스트리아 58.80 49.10  9.70 41.20 39.11 22.15 16.97 60.89

벨기에 62.15 53.51  8.64 37.85 45.28 29.33 15.94 54.72

캐나다 66.89 54.46 12.43 33.11 55.34 33.55 21.79 44.66

체코 51.39 45.58  5.81 48.61 30.78 21.32  9.46 69.22

덴마크 64.15 50.02 14.12 35.85 50.54 21.86 28.68 49.46

프랑스 64.14 49.41 14.72 35.86 50.42 21.89 28.53 49.58

독일 62.61 53.91  8.69 37.39 39.53 22.15 17.39 59.74

그리스 60.23 58.52  1.71 39.77 33.13 29.24  3.90 66.87

헝가리 56.15 45.83 10.32 43.85 39.34 21.97 17.37 60.66

아이슬란드 59.15 46.78 12.36 40.85 36.52 17.21 19.31 63.48

아일랜드 58.99 50.23  8.75 41.01 37.80 21.40 16.40 57.25

이탈리아 58.39 53.22  5.17 41.61 28.90 22.02  6.88 71.10

룩셈부르크 60.07 54.60  5.48 39.93 38.56 29.10  9.46 61.44

네덜란드 66.82 53.10 13.72 33.18 46.76 21.40 25.35 53.23

노르웨이 60.96 46.07 14.89 39.04 41.99 18.94 23.05 58.01

폴란드 57.72 55.60  2.12 42.28 37.60 34.20  3.40 62.40

포르투갈 65.98 57.31  8.66 34.02 44.69 28.58 16.11 55.31

스페인 61.43 52.55  8.88 38.57 38.43 22.51 15.92 61.57

스웨덴 62.84 43.63 19.21 37.16 46.98 17.57 29.41 53.02

스위스 64.15 53.46 10.69 35.85 42.43 25.40 17.03 55.00

영국 60.68 48.42 12.26 39.32 43.70 21.84 21.86 56.30

미국 59.50 52.40  7.10 40.50 41.90 29.75 12.15 58.11

OECD 평균 60.26 50.27  9.99 39.74 40.61 23.55 17.06 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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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세 이상의 파트너십과 동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보

다 확연하게 국가 간 비교가 나타난다. 가운데 동거의 비율을 보면 스웨

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것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그림 3-1〕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9.7. 추출.

이러한 국가마다의 동거 비율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혼인율도 함께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조혼인율이 4.6건이

고 우리나라는 6.0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앞서 동

거 비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던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중 프

랑스는 3.7건, 노르웨이 4.6건으로 평균 이하에 속했다. 혼인율이 낮고 

동거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는 스웨

덴 조혼인율이 5.5건, 덴마크가 5.0건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이러한 

국가는 동거 비율도 높고 결혼 비율도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 청년들 사이의 동거는 결혼을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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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고 

연습 시간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

로 동거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Bjӧrnberg, 2001). 따라서 결혼 대신으로 

동거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헤어지거나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동거의 비율도 높지만, 혼인의 비율도 높은 국가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표 3-2〉 조혼인율(1970, 1995, 2014)

(단위: 인구 1천 명당 건)

구분 1970 1995 2014

중국 - - 9.6

터키 - - 7.8

미국 10.6 8.9 6.9

한국 9.2 8.7 6.0

루마니아 7.2 6.8 5.9

스웨덴 5.4 3.8 5.5

호주 9.3 6.1 5.2

일본 10.0 6.4 5.1

스위스 7.6 5.8 5.1

덴마크 7.4 6.6 5.0

폴란드 8.6 5.4 5.0

그리스 7.7 6.0 4.9

독일 7.4 5.3 4.8

멕시코 7.0 7.0 4.8

아이슬란드 7.8 4.6 4.6

노르웨이 7.6 5.0 4.6

OECD평균 8.3 5.6 4.6

핀란드 8.8 4.6 4.5

아일랜드 7.0 4.3 4.5

영국 8.5 5.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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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아이슬란드, 국: 2011년 데이터;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중국, 러시아: 2012년 데이터; 
오스트리아: 2013년 데이터 반 .

        2) 뉴질랜드 데이터는 시민연합이 포함됨.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0. 7. 인출.

파트너십 상태에 따라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자녀의 비

율은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의 자녀가 더 많다. 하지만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와 동거 가구 내에서 자녀를 가진 비율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동거 가구에서도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에서만큼 자녀가 있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

이다. 벨기에, 체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의 경우는 동거 가구 중 자녀를 가진 비율이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중 자녀를 가진 비율보다 훨씬 큰 것

을 볼 수 있다. 

구분 1970 1995 2014

뉴질랜드 9.2 5.6 4.4

오스트리아 7.1 5.4 4.3

체코 9.2 5.3 4.3

헝가리 9.3 5.2 3.9

네덜란드 9.5 5.3 3.9

벨기에 7.6 5.1 3.8

프랑스 7.8 4.4 3.7

스페인 7.3 5.1 3.4

이탈리아 7.3 5.1 3.1

룩셈부르크 6.4 5.1 3.0

포르투갈 9.4 6.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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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2011)

(단위: %)

국가

기혼 가구/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동거 가구
유자녀 가구 형태별 

비율

합계 무자녀 유자녀 합계 무자녀 유자녀

기혼 가구/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동거 가구

오스트리아 83.17 44.18 38.98 16.83 9.65 7.18 46.87 42.68

벨기에 86.42 46.20 40.22 13.58 7.18 6.41 46.54 47.16

캐나다 80.06 41.90 38.16 19.94 11.23 8.71 47.66 43.68

체코 88.64 47.59 41.06 11.36 6.11 5.24 46.32 46.18

덴마크 77.39 42.53 34.87 22.61 13.15 9.46 45.05 41.83

핀란드 75.49 43.06 32.43 24.51 15.46 9.05 42.96 36.91

프랑스 75.63 41.23 34.40 24.37 11.41 12.96 45.49 53.17

독일 86.13 50.80 35.33 13.87 9.43 4.44 41.02 31.99

그리스 97.17 49.91 47.27 2.83 2.42 0.41 48.64 14.35

헝가리 81.93 43.13 38.80 18.07 8.57 9.49 47.36 52.55

아이슬란드 79.41 34.90 44.51 20.59 3.87 16.72 56.05 81.22

아일랜드 85.05 34.03 51.02 14.95 8.77 6.18 59.99 41.33

이탈리아 91.08 46.18 44.90 8.92 4.50 4.43 49.30 49.60

룩셈부르크 90.75 41.25 49.49 9.25 4.50 4.76 54.54 51.40

네덜란드 79.35 41.91 37.44 20.65 12.43 8.22 47.19 39.79

노르웨이 75.26 37.89 37.37 24.74 9.84 14.90 49.65 60.24

폴란드 95.96 43.02 52.94 4.04 2.02 2.01 55.17 49.88

포르투갈 86.91 44.81 42.10 13.09 5.97 7.13 48.44 54.44

스페인 85.83 41.51 44.32 14.17 8.08 6.09 51.63 42.96

스웨덴 69.33 38.25 31.08 30.67 15.21 15.46 44.83 50.41

스위스 84.51 43.15 41.36 15.49 11.92 3.57 48.94 23.06

영국 80.34 44.75 35.59 19.66 11.15 8.51 44.30 43.28

미국 88.11 46.50 41.61 11.89 7.20 4.69 47.23 39.45

OECD 평균 83.44 42.81 40.64 16.56 8.49 8.07 48.53 47.19

   주: 1) 캐나다 2011년 센서스 데이터, 미국 2014년 센서스 데이터, 그 외 국가는 EU 201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데이터 반 .

        2) ‘자녀’는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등 가구 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자녀를 포함함.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6. 9. 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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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혼외출산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이 

40% 정도이다. 그리스와 일본, 한국, 터키는 10% 미만의 수준이고 그중

에서도 특히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2% 안팎의 수준임을 볼 수 있

다. 노르웨이,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는 5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혼외출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4〉 혼외출산 비율(1970, 1995, 2014)

(단위: %)

구분 1970 1995 2014

한국 - 1.2 1.9

일본 0.9 1.2 2.3

터키 - - 2.8

그리스 1.1 3.0 8.2

스위스 3.8 6.8 21.7

폴란드 5.0 9.5 24.2

이탈리아 2.2 8.1 28.8

캐나다 9.6 30.5 33.0

호주 9.3 26.6 34.4

독일 7.2 16.1 35.0

아일랜드 2.7 22.3 35.1

룩셈부르크 4.0 13.1 39.1

미국 10.7 32.2 40.2

오스트리아 12.8 27.4 41.5

스페인 1.4 11.1 42.5

핀란드 5.8 33.1 42.8

체코 5.4 15.6 46.7

뉴질랜드 13.3 40.7 46.7

헝가리 5.4 20.7 47.3

영국 8.0 33.5 47.6

네덜란드 2.1 15.5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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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호주: 1971년 데이터; 프랑스: 1998년 데이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이
슬란드, 아일랜드, 국: 2012년 데이터; 노르웨이: 2013년 데이터 반 .

       2) 호주, 캐나다(1970년 만),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출산(ex-nuptial/out-of-wedlock births)을 의미하며, 그 외 국가는 출산 당시 모(母)의 
혼인 상태가 기혼 이외의 상태를 의미함.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6. 9. 7. 인출.

최근 동거, 동거 관계 등록제, 혼외출산율, 합계출산율 등 사이의 관계

가 자주 논의된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복지와 함께 동거에 대

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려 있는 등 여러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함께 

작동해 출산율에 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스웨덴 같은 경

우도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동시에 가족 안에서도 복

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형성과 해소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Bjӧrnberg, 2001) 결혼이

나 출산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고민이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밖

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의 도입을 직

접적으로 출산율과 연관 지어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

재 증가하고 있는 동거가족의 안전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그리고 본 절

에서 보았듯이 결혼의 한 형태로 동거가 인정되는 과정으로, 또는 동거가

족이 가족의 한 유형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구분 1970 1995 2014

포르투갈 7.3 18.6 49.3

벨기에 2.8 17.3 52.3

덴마크 11.0 46.5 52.5

스웨덴 18.6 53.0 54.6

노르웨이 6.9 47.6 55.2

프랑스 - 41.7 56.7

아이슬란드 29.9 60.9 66.9

OECD 평균 7.5 24.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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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라면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는 동거가족의 

출산과 같은 현상은 앞서 말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된 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프랑스의 동거 등록제로 잘 알려진 시민 연대 계

약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프랑스 비혼 동거가족 관련 제도적 장치

프랑스에서는 시민 연대 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이하 

‘PACS’로 인용)의 체결을 통하여 비혼 동거가족이 다양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비혼 동거가족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현재는 민법상 Concubinage나 PACS 커플로 분류가 

가능하다. 프랑스 민법은 이 두 제도를 규율함으로써 다양한 비혼 동거가

족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되는 비혼 동거가족은 사실혼

에 의한 가족뿐이고 따라서 그 밖의 비혼 동거가족은 법률상의 보호를 받

지 못한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비혼 동거가족의 유형을 법률이 포섭

하려고 하는 노력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이하에서 살펴보

는 바와 같이 사실혼의 보호도 프랑스의 PACS 커플의 보호만큼 다양하

지는 못한 듯하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법제도와 우리나라의 사실혼을 비교하여 살펴봄

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사실혼의 입법적 보호에도 발전적인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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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랑스의 비혼 동거가족 

프랑스에서는 PACS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대략 다섯 가지 형태의 비혼 

동거가족의 형태가 존재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각 형태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프랑스 정부는 후

술하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2인의 결합에 대하여 혼

인과 유사한 형태의 결합으로서 PACS라는 법제도를 만들고, 법률혼만큼

의 강한 보호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프랑스에 존재하는 PACS 이전의 비혼 동거가족은 ① “예비 혼인(un 

prélude du mariage)”으로서의 동거, ② “혼전 실험(un test avant le 

mariage)”으로서의 동거, ③ “일시적 결합(l'union éphémère)”, ④ “안

정적 결합(l'union stable)”, ⑤ “자유로운 결합(l'union libre)”으로 나

뉜다. 예비 혼인으로서의 동거는 동거 이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실제로 동

거를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이다(Villeneuve-Gokalp 

C., 1990: 김수현, 2003, p.5에서 재인용). 혼전(婚前) 실험으로서의 동

거는 용어 그대로 혼전에 혼인의 적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3년 정도 

동거한 후에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일시적 결합은 3년 이내의 비교

적 짧은 기간 동안 혼인의 약속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안정적 결합은 일시적 결합과는 달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혼인의 약속 

없이 동거를 하는 경우이며, 혼인과 가장 유사한 결합인 자유로운 결합

은, 동거 후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법률혼의 부부와 외관상 같은 

모습을 가지지만 법률혼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 자유로운 결합이 

우리의 사실혼과 아주 유사하지만 혼인 의사와 혼인 공동체의 외관을 가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사실혼과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다르다.

PACS가 이러한 유형의 비혼 동거가족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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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지만, 프랑스에서 PACS의 제정은 “동성 커플(couples homo-
sexuels)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와 통제의 개시이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또는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의미”(안문희, 2012, 

p.202)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와는 달리 2008년에 체결된 

PACS의 신고 수에 따르면, 동성 커플의 구성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

하 고 90% 이상이 이성 커플이었다고 한다. 나아가 PACS의 신고 건수

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10년 현재 신고 건수는 100만명으로 추산되

었다(안문희, 2012, p.202).

PACS를 통하여 다섯 가지의 비혼 동거가족 유형이 법률혼으로 전환되

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법률적 보호의 경계 내로 진입하 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률혼과 PACS에 포섭되지 않은 각 유형

의 비혼 동거가족은 남아 있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호도 여전

히 숙제로 남아 있다. 

프랑스 혼인 건수와 PACS에 등록된 누적 수치를 보면, 혼인 건수는 천

천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PACS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줄어들기도 했었지만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여기서 PACS가 새로운 결혼의 형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PACS와 결혼을 합산한다면 

실질적인 결혼은 이전보다 증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이 감소한다

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결합을 인정함으로써 결혼이 현대화되어 가고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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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프랑스 혼인 건수와 PACS에 등록된 수 누적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Insee, 2015). Marriage, 
nuptiality and civil solidarity pacts(PACS). http://www.bdm.insee.fr/bdm2/ 
affichageSeries?idbank=001641589&idbank=001641595&idbank=001686967&pa
ge=export&codeGroupe=1506&recherche=criteres에서 2016.10.5. 인출.

〔그림 3-3〕 프랑스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 비율 추이

자료: Insee(2015). Statistiques d’état civil sur les naissance en 2015. http://www.insee.fr 
/fr/themes/detail.asp?ref_id=ir-irsocsd20151#IRSOCSD20151_NAT에서 
2016.10.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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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 비율을 함께 보면, 실선으로 나타낸 

합계출산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최저를 기록한 후 최

근에 와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990년대와 비교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점선으로 나타낸 혼외출산 비율은 1980년대 이

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비혼 동거가족 유형이 다섯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한국

의 사실혼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가 존재하고 부부 공동체로서의 외관도 있지만, 신고혼(법률혼)주의

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특성상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

주 단순한 유형인 듯이 보이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3) 첫째 유형은, 혼인신고가 우연한 사유에 의해 미루

어진 경우이다(우연적 사실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적·환경적 요인

에 의해 혼인 의사는 갖고 있지만 혼인신고만은 유보하고 있는 경우이다

(비자발적 사실혼). 셋째 유형은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의 장애 요소도 없

으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을 염려하여 법률혼으로의 진입을 주저

하고 있는 경우이다(자발적 선택적 사실혼). 네 번째 유형은 중혼적 사실

혼과 유사한 경우로서 혼인 장애가 있어 법률혼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다(혼인 장애적 비선택적 사실혼)(박인환, 2009; 조은희, 2009; 지원

림, 2008).

이렇게 사실혼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 보호의 측면에

3) 사실혼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논고로서는, 박인환(2009), “사실혼 보호법리의 변천
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23권 제1호, pp.154-157에서 ‘사실적 우연적 사실혼’ ‘법률적 
필연적 사실혼’, 그리고 ‘의도적 선택적 사실혼’으로 분류하고, 지원림(2008), “사실혼에 
관한 약간의 비판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p.461은 ‘전통적 사실혼’과 현대
적 사실혼을 ‘비자발적 유형’과 ‘일시적 유형’ 및 ‘자발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
고 이 글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조은희(2009), “사실혼·동거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
안”,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pp.114-1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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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유형 사이에 차이점은 없다. 이것은 프랑스의 비혼 동거가족 유형

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실혼 가족이라고 해서 법률적 보호

의 범주 바깥에 두어서는 안 되므로 여러 특별법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프랑스의 비혼 동거가족 관련 제도-PACS4)

가. PACS의 제정 배경

PACS의 성립에는 몇 가지 사회적 동향이 있었다. 첫째는 에이즈의 확

대이다. 동성인 비혼 동거가족 구성원 중 일방 파트너가 병에 걸리고 이

어서 사망하게 되면, 즉시 현실적인 재산권의 귀속 문제가 닥치게 된다. 

파트너의 사망 시까지 거주하고 있던 주거가 사망한 파트너 명의의 재산

이라면 사망한 파트너의 혈족들은 상속의 법리에 따라 그 주거에 관한 권

리를 승계하고, 따라서 생존 파트너를 주거에서 쫓아내거나 그 재산을 모

두 환수하게 되므로, 생존 파트너는 거의 무일푼으로 주거에서 나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의 일상적인 잔혹함에 부닥쳐야 했기 때문이다

(백승흠, 2015, p.22). 따라서 비혼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는 사법상의 거부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에서 ‘자유로운 결

합’ 유형의 비혼 동거가족이 일반화되는 현상은, 사회적·법제도적인 보호

가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나 법원

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법원은 판례를 

4) 이하의 PACS에 관한 내용은 프랑스 민법전의 규정을 옮긴 것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조문의 숫자는 민법전의 그것을 말한다. 프랑스 민법전의 번역은 명순구(2004), 프랑
스민법전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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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유로운 결합의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 고,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별법을 통

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비혼 동거가족

도 인공 생식을 통하여 자녀를 둘 수 있게 되었다(백승흠, 2015, p.23). 

그러나 1980년에 두 개의 획기적인 사건이 파기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비혼 동거가족의 보호는 전기를 맞게 된다.5) 첫 번째 사건은 엘 프랑스 

국  항공사의 내부 규칙과 관련된 것이다. 이 항공사의 내부 규칙에는 

항공사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항공 운임상 편의가 제공되고 이는 ‘자유

로운 결합’의 파트너에게도 확대된다고 규정했다. 이 회사의 직원이 자신

의 동성 파트너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항공사 측

에 요구했으나 항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파리 노동법원에 제소하

다. 파리 노동법원은 원고인 직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파

리 공소법원에서는 규칙에 규정된 ‘자유로운 결합의 배우자’, ‘직원과 그 

가족’, ‘부부와 같은 생활’ 등의 용어는 전통적인 의미의 부부 생활을 하

는 남녀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제1심을 번복하 다. 이어 파

기원에서도 ‘자유로운 결합의 배우자’에게 편의를 확대하는 동 규칙은, 

혼인에 의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려는 2인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남녀의 결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소법원

의 판단을 지지한 사건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여성 동성애자 커플이 그 일방 파트너의 사회보장 급

5) 두 개의 판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du 11 
juillet 1989, 85-46.008, Publié au bulletin. <https://www.legifrance.gouv.fr/ 
affichJuriJudi.do?idTexte=JURITEXT000007022833> (2016.9.27. 최종 방문)과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du 17 décembre 1997, 95-20.779, Publié au 
bulletin,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JuriJudi.do?oldAction=rechJuriJudi 
&idTexte=JURITEXT000007039208&fastReqId=1036194211&fastPos=1> (2016.9.27. 
최종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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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것은 ‘사회

보장의 일반화에 관한 1978년 1월 2일의 법률’(la loi du 2 janvier 

1978 relative à la général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제13조에 

근거한 요구 다. 그러나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 고, 최종적

으로 파기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파기원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부로서

의 생활’(la vie maritale)이라는 개념은 혼인하지 않으면서 부부처럼 살 

것을 결정한 2인의 공동생활에 한정시키고자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 다

고 하면서,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커플에 한정된 것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 다. 

결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법률상 보호되는 ‘부부로서의 생활’이라는 개

념에 동성 커플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입법적 개입의 필요성

을 결정적으로 촉구했던 것이다. 

셋째는 혼인율의 감소와 자유로운 결합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것이 프

랑스 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성 커플이 관념적인 

원칙에 따른 혼인을 거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혼인과 이혼을 규

정하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 있었다.”(안문희, 2012, 

p.204)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마침내 1999년 11월 15일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가 입법되었다.

PACS가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입법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경

우에는 1923년 7월 1일 일제의 조선민사령 제13호에 의해 신고에 의한 

법률혼주의가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 조선민사령 

이전에는 사실혼주의가 우리의 전통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사실혼 보호

의 법리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내연’관계를 보호하려는 움직

임 때문이다. 일본의 ‘내연’은 우리의 사실혼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제3장 해외 비혼 동거가족 현황 및 제도적 보호 89

는 없지만, 내연 관계의 보호를 위한 이론적 발전은 우리의 사실혼 보호 

이론에도 미치게 되었다(박인환, 2009, p.138). 사실혼 보호는 사실혼 

관계를 남녀의 ‘혼인 예약’ 관계로 보아 이를 계약법적으로 다루게 되었

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예약을 불이행하는 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자가 사실혼 관계에 개입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난점이 생기게 되자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여 보호하는 ‘준혼’ 이론이 성립하여 오늘날까지 통설·판례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준혼 이론은 남녀 간의 결합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비혼 동거가족, 특히 동성인 비혼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어

떠한 보호도 줄 수 없는 이론이 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다(박인환, 2009, 

p.135).

나. PACS의 성립 요건

PACS의 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형식적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그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우선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1에서 규정하

고 있다. 동조는 “PACS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2인의 성년인 자연인에 의

해, 공동생활을 위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한다(동법 

제515조의1: 조은희, 2009, p.122에서 재인용). 따라서 PACS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년인 자라야 한다. 나

아가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

자 사이에 직계혈족, 직계인척,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PACS를 체결할 수 없다(동법 제515조의2 제1호). 이러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동거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친상간의 윤리

적·도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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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 PACS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혼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리고 제515조의2 제2호는 “당사자 중 1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경

우”에도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동법 제515조의2 제2호: 강승묵, 

2015에서 재인용). 이뿐만 아니라 동조 제3호에서는 “당사자 중 1인이 

이미 공동생활약정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6)

PACS는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의 자유로운 채권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를 등록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통해서 

제3자나 공공기관에 대해 PACS의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백

승흠, 2015, p.26).

PACS의 등록을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계약서, 그리고 제515조의2와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는 민적증서, 타인과 PACS를 체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출생지 관할 소심지방법원의 증명서를 구비하여 공동의 거소를 

관할하는 소심지방법원 서기관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515조

의3 제1항, 제2항: 조은희, 2009에서 재인용).7)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6) Article 515-2 A peine de nullité, il ne peut y avoir de pacte civil de 
solidarité :

1° Entre ascendant et descendant en ligne directe, entre alliés en ligne directe 
et entre collatéraux jusqu'au troisième degré inclus ;

2° Entre deux personnes dont l'une au moins est engagée dans les liens du 
mariage ;

3° Entre deux personnes dont l'une au moins est déjà lié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7) Article 515-3 Les personnes qui concluent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en font 
la déclaration conjointe au greffe du tribunal d'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elles fixent leur résidence commune ou, en cas d'empêchement grave 
à la fixation de celle-ci, dans le ressort duquel se trouve la résidence de 
l'une des parties. 

    En cas d'empêchement grave, le greffier du tribunal d'instance se transporte 
au domicile ou à la résidence de l'une des parties pour enregistrer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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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지방법원은 각 당사자의 출생증명서에 PACS의 체결 사실 및 타방 

당사자의 신분을 등록하고 절차에 따라 이를 공표하게 된다(안문희, 

2012).

PACS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우리

의 사실혼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가졌으나 

민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통설과 판례가 준혼이

론을 도입하여 사실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 하고 있으나 앞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사실혼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준혼 이론으로 

다 포섭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사실혼의 성립에 혼인 의사의 합

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8) 프랑스에서도 

비혼 동거가족 중에서 PACS를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

한 ‘Concubinage’로서 민법 제515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Concubinage를 대개 ‘사실혼’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

    A peine d'irrecevabilité, les personnes qui concluent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produisent au greffier la convention passée entre elles. 

    Le greffier enregistre la déclaration et fait procéder aux formalités de 
publicité. 

    Lorsque la convention de pacte civil de solidarité est passée par acte 
notarié, le notaire instrumentaire recueille la déclaration conjointe, procède 
à l'enregistrement du pacte et fait procéder aux formalités de publicité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convention par laquelle les partenaires modifient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est remise ou adressée au greffe du tribunal ou au notaire qui a 
reçu l'acte initial afin d'y être enregistrée.

    A l'étranger, l'enregistrement de la déclaration conjointe d'un pacte liant 
deux partenaires dont l'un au moins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et les 
formalités prévues aux troisième et cinquième alinéas sont assurés par les 
agent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français ainsi que celles requises en cas 
de modification du pacte.

8) 이에 관해서는, 이진기, “사실혼에 대한 비판적 접근”, 가족법연구 제24권 제3호, 298면 
이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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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요건상 우리의 사실혼과는 명백히 다른 형태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여하튼 동조는 “Concubinage는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이 결합하여 

생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사실적 결

합”9)이라고 규정한다(동법 제515조의 8: 조은희, 2009에서 재인용).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프랑스의 Concubinage가 되기 위해서는 ‘공

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혼인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주장은 

찾을 수 없고, 프랑스의 Concubinage는 “우리나라와 같은 부부 생활의 

실체를 사실혼(Concubinage)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

반적인 계약 관계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실혼 당사자의 공동생활은 성적 

결합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미경, 2010, p.58)고 한다.

다. PACS 체결의 효과 

PACS의 체결은 민법상 채권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형태나 법률적 보

호의 정도가 많이 증대되었다고는 해도 법률혼과 같은 사법상의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실혼에서도 사실혼 부부와 그 출생한 자녀 

사이의 모자 관계는 포태와 출산에 의해 직접 인정이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를 거쳐야 한다. 이 친자 관계 외에는 사실혼 부부의 상대방

의 혈족, 그리고 사실혼의 부 또는 모의 혈족과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

와의 사이에 아무런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PACS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PACS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PACS 체결자 사

이의 재산적 문제뿐이다. 

9) Chapitre II : Du concubinage
   Article 515-8 Le concubinage est une union de fait, caractérisée par une vie 

commune présentant un caractère de stabilité et de continuité, entre deux 
personnes, de sexe différent ou de même sexe, qui vivent en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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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적 관계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PACS라는 용어 자체에서 나

타나듯이 PACS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는 PACS의 신고와 동시에 ‘연대

(連帶)’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 연대 의무에 터 잡아서 PACS 체결의 당사

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부담

하고, 혼인과 유사하게 일상의 가사와 공동의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백승흠, 2015, p.30). 이 외에도 사회보장적 

규정에 의해 몇 가지 보호가 허용된다. 

  1) PACS 체결 당사자 사이의 의무

PACS 체결의 당사자는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4에 따라 상호 물질적 

부조 의무를 진다. 즉, 동조 제1항은 “PACS의 파트너는 공동생활의 의무

를 지고 따라서 상호 물질적 부조 의무를 진다. 양 파트너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물질적 부조 의무는 그들 각자의 자력에 비례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는 물질적 부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조 의무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즉, PACS 계

약의 체결 시에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추가적 합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법상 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효력이 있다. 나아가 “파트너들이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 중의 한 사람에 의해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10)(동조 제2항). 

이 물질적 상호부조 의무는 PACS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로부터 불가결한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혼인과 마찬가지로 단지 ‘주소’

10) Article 515-4 ..... . Les partenaires sont tenus solidairement à l'égard des 
tiers des dettes contractées par l'un d'eux pour les besoins de la vie 
courante. ...... .



94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만의 공동을 공동생활로 보지는 않는다. 프랑스 헌법원은 공동생활은 “공

동의 거처에 더하여, 커플로서의 생활”을 전제로 한다고 하 다

(Laurence de Percin, 2004: 백승흠, 2015, p.31에서 재인용). 공동의 

주거와 공동의 생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동의 주거가 필요

한 또 다른 이유는 PACS 체결의 신고와 그 수정을 위해서 관할 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백승흠, 2015, p.31). 

우리의 사실혼도 혼인 의사 외에 혼인 공동체 내지는 부부 공동체의 외

관을 가져야 하므로 공동생활이 필수적인 것이 되지만, 이는 ‘주소’만의 

공동은 아닌 것이다. 우리의 사실혼은 준혼으로서 인정되므로 사실혼 부

부 사이에 혼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인정되

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위에서 기술하 듯이 PACS의 당사자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11) 정조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점이 PACS가 혼인보다 자유로운 결합관

계임을 나타내는 일단면이 될 것이다. PACS의 체결로 인한 비혼 동거가

족은 ‘준혼’이 아니라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재

산적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12) 실제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에 간통이 죄로서 인정되고 

있었던 점, 부부 사이의 부정(不貞)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있었

던 점에서 정조 의무가 있다고 하 던 것이다(한봉희, 백승흠, 2013, 

p.132).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도 유책주의 이혼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

11) 다만, 프랑스 민법 제212조가 규정하는 부조의무가 PACS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남효순(2003), “프랑스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p.62 참조.

12) 그러나 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프랑스민법 제1135조)에 근거하여 同居
契約者에게도 貞操義務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다. N. Molfessis, “La réécriture de 
la loi relative au PAC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JCP 2000, n° 22, cite ́ 
par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80, p.64; 남효순(2003), 위의 글,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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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

실혼 관계에서도 명백히 정조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친족 및 자녀와의 관계

PACS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및 일방 당

사자와 타방 당사자의 혈족 사이의 관계는 혼인의 경우에 법정 혈족 및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PACS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

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물론, 자녀를 포태 및 출산한 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포태와 출산이라는 

단순한 자연적 사실만으로 모자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부자 관계는 혼

인의 경우에도 법리상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형성되므로 PACS의 경우

에도 ‘인지’가 필요하다. ‘인지’가 없는 한 자녀와 부의 관계는 원칙적으

로 무관하다. 혼인의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의 법리13)에 의해서 친생의 부

인이 없는 한 일정한 요건 하에 출생한 경우에는 부와 모의 친생자로 추

정되지만, PACS는 단순한 채권 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

될 여지는 없다. 

이는 우리의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

혼에서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자신을 자녀의 부로 기재하는 행위는 인

지에 해당하므로 인지신고를 겸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자녀의 출산 후

에 법률혼으로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준정’에 의하여 자녀는 부부의 혼인 

시부터 부부의 친생자로 인정된다. 이는 PACS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3) 대한민국 민법상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는 제844조에 따라 첫째, 처가 혼인 중에 포
태하여야 하고, 둘째,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이 기간이 각 180일, 300일로 정해져 있
다(프랑스 민법 제313조, 제3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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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커플이 법률혼의 부부와 같이 공동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며, 프랑스 민법 제

346조에 의해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혼인 배우자 일방의 입양의 효

과는 PACS 커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프랑스 공공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R2141-1조 

이하에서는 인공생식보조의료(procréation médicale assistée: PMA)

와 그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R2141-2조에서는 인공생식보조의

료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PACS의 

당사자가 이성커플인 경우에만 동법에 의한 인공생식보조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부부가 입양할 수 있는지는 명정되어 있지 않으

나, 사실혼 당사자들은 법률혼의 부부가 아니므로 공동입양을 할 수 없음

은 명백하다. 

인공생식보조의료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출산율회복을 위한 보완대

책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2016년 9월 1일부터는 

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해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금액은 1인당 

인공수정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체외수정은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체

외수정 시술 시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하고 있

다(윤상연, 2016).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대상자는 법률혼의 부부에 한정

되고 사실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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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보장 급부 수급권14)

혼인한 부부의 일방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타방 배우자의 사회보장 급부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PACS 체결 당사자

의 일방이 사회보장 급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방 파트너의 사회보

장 급부 수급권을 받게 된다. 즉 일방이 질병보험의 수급권을 갖지 못하더

라도 타방 당사자의 질병보험 수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파트너는 사망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나, 

휴업 보상 수당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보장은 12개월 이상의 공동생활

을 하고 있는 커플의 경우에는 출산 시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경우에 수급

권자가 되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부양하에 있음을 매년 증명하여야 하

고, 이를 위하여 질병보험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백승흠, 2015, p.32).

PACS의 해소로 커플이 연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보험의 수급권자인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타방 파트너는 그로부터 4년간은 사회보장 급부를 

받을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 거나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PACS 커플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는 양자, 적출

자, 자연자(=혼외자)를 불문하고, 또 인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수급권자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수급권자가 된

다(백승흠, 2015, p.32).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에 그가 받던 사

회보장 급부를 받지는 못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족 연금이나 사망 보상금은 당해 법률의 규정

에 의해 사실혼의 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14) 사회보장 급부 수급의 개요에 관해서는,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 
/vosdroits/F1026> (2016.9.27. 최종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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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산제, 세제 및 상속

PACS 체결 후의 재산제는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5에 의하여 ‘공유’로 

추정되었으나, 2006년 이 조항을 개정하여 법정 재산제로서 ‘별산제’를 

채용하게 되었다.15) 그러나 당사자가 PACS의 체결 시에 재산제를 공유

로 한다고 합의하면 계약법의 법리상 재산제가 공유제가 될 수 있음은 물

론이다(백승흠, 2015, p.31).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커플이 세제상 공동 과세의 이익을 향유하

기 위해서는 PACS의 체결 후 2년간 공동생활을 하여야 했다. 이는 

PACS의 체결을 이용하여 부당한 세제상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데, 2005년 이후에는 소득세, 직접 지방세, 연대책임을 지는 

재산에 대한 세금 등에 대해 PACS의 체결을 신고한 해부터 공동 과세하

게 되었다. 더욱이 PACS 커플은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도 법률혼의 부

부에게 적용되던 과세 감면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다(Alain 

Bénabent, 2010: 안문희, 2012, p.215에서 재인용).

상속에 관하여 PACS 체결의 당사자 일방에게는 타방 당사자가 사망하

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거나 생전

에 증여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15) Article 515-5 Sauf dispositions contraires de la convention visée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515-3, chacun des partenaires conserve l'administration, 
la jouissance et la libre disposition de ses biens personnels. Chacun d'eux 
reste seul tenu des dettes personnelles nées avant ou pendant le pacte, hors 
le ca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515-4. 

   Chacun des partenaires peut prouver par tous les moyens, tant à l'égard de 
son partenaire que des tiers, qu'il a la propriété exclusive d'un bien. Les 
biens sur lesquels aucun des partenaires ne peut justifier d'une propriété 
exclusive sont réputés leur appartenir indivisément, à chacun pour moitié. 

   Le partenaire qui détient individuellement un bien meuble est réputé, à 
l'égard des tiers de bonne foi, avoir le pouvoir de faire seul sur ce bien 
tout acte d'administration, de jouissance ou d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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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승계에 관해서는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6에 따라 법률혼 부부

에게 적용되는 주거에 관한 규정(동법 제832조 제6항)이 PACS 커플에게

도 적용된다. 프랑스는 2006년 6월 23일 법을 통하여 법률혼 부부에게

만 인정되는 거주지에 관한 규정을 PACS 커플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되

었다. 따라서 PACS의 생존 파트너는 당사자의 재산제나 상속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 후 1년간에 한하여 그 주거에 관한 권리 및 

비치된 가구와 일상적 용도로 사용되던 동산에 대한 무료 사용권을 승계

한다.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경우는 준혼으로서 법률혼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사실혼의 해소 시에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법률혼 부부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된 

재산에 대한 과세와 사실혼의 경우의 과세를 달리 하 다. 그러나 대법원

은 2016년 8월 30일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 공동체로 인정된

다면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

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어 “과세 

관청이 사실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부

부 관계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혼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같은 세

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산 분할에 대한 과세

에 있어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별을 불식하 다.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에 한해 상속권이 인정되

므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유증이나 

생전 증여는 법리상 언제나 가능하다.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는 모의 사

망 시에는 언제나 상속권이 있지만,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

를 통하여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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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임차권의 승

계가 인정된다. 즉,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

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

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2항). 물론 이 경우

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제3

항). 그리고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제4항). 이 규정의 내용상 

이는 상속이 아니라 단순한 승계에 불과하다. 

  5) 휴가 및 근로지

PACS 커플에게도 법률혼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커플이 공동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PACS 커플이 각자 다른 직장에 근무하

는 경우에 휴가의 허용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커플이 같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백승흠, 2015, p.32).

법률혼의 부부는 4일간의 혼인휴가가 허용되지만, PACS 커플의 경우

에는 적용이 없고, 다만 출산휴가는 3일간 허용된다. 일방 파트너가 사망

한 경우에는 2일간의 휴가가 허용된다(백승흠, 2015, p.33).

PACS 커플이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 타방 파트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근무지 배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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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것이 즉시 불가능한 경우에 아

예 자신의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중지하고 희망지에서 근무할 수 있을 때

까지 대기할 수도 있다(백승흠, 2015, p.33).

우리나라의 사실혼 부부에게는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나 일방 배우자의 출산 시에 타방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무원일지라도 사실혼의 배우

자임을 이유로 같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라. 시사점

프랑스의 Concubinage나 PACS 그리고 우리의 사실혼을 비혼 동거

가족으로서 정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

서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의 탄생 배경이나 이제까지의 역사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현재 법률혼을 이성 간의 결합

에 한정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쩌면 민법상의 Concubinage나 

PACS는, 법률혼을 이성 간의 결합에서 동성 간의 결합도 포섭하는 것으

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배경이나 이론적 발전과는 전혀 다른 면이다. 그러나 동성혼의 

포섭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사회적 현상으로서 발생하는 비혼 동거가족

의 유형을 Concubinage나 PACS로 포섭하여 법제도로서 보호하려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혼인에 준하여 보호한다는 민법

상의 이론에 머물지 말고 프랑스의 예처럼 각종의 사회보장 급부나 자녀 

양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이용 측면에서도 법률혼에 버금가

는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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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및 북미 등 많은 국가에서 결

혼 및 출산율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싱글 비율의 증가, 동

거 및 혼외출산율의 증가 등이 맞물려 일어나는 인구 변화를 경험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

구 사회와 다른 것은 동거의 비율이 서구 사회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혼인제도는 아직도 매우 강력한 사회제도라는 점이다. 물론 가족

의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결혼을 하고 

자녀는 결혼한 부부가 낳아야 한다는 규범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Ochiai, 201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구 사회와 유사한 변화들을 

공유함에도, 한국 사회는 동거에 대한 경험은 다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가족이 가진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이나 가족문

화 등과 관련된 가치관을 우선 본 장에서 살펴보고, 이어지는 장에서 임

신·출산, 양육과 관련된 경험 및 태도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거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거와 관

련된 질문 및 가족 관련 가치관, 그리고 임신·출산, 양육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도하 다. 앞서 제1장의 연구 방법에서 다루었듯이, 현재 통계

에 비혼 동거가족이 드러나 있지 않고,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사회에서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동거가족에 대한 모집단 분포

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패널에서 현재 연령 만 18~49

비혼 동거가족의 가족 관련 
가치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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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대상으로 현재 동거 중인 사람과 2000년 이후에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스크리닝 문항(screening questions)을 거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 다. 총 260명 응답자 중 2000년 이전에 동거 경험이 있었던 응

답자 7명을 제외하고 최종 25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본 후, 분석은 교차분석과 빈도분석으로 구

성된다. 설문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

고, 그 질문의 후속으로 이어져 일부만 응답한 문항, 1순위와 2순위가 있

는 응답, 혹은 응답 선택지 수가 많아 교차분석 시 셀의 수가 작아지는 특

성을 보이는 문항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만 제시한다. 교차분석에서는 

성별과 동거에서 중요한 특성인 동거의 이유 및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

끼는지에 따라 동거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을 살펴본다. 

또한 동거 경험이 있거나 동거 중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 인터뷰 

내용도 포함한다. 사례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2016년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15명의 사례자(이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 고, 15명 중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1명은 사례 

내용에서 제외해 총 14명의 인터뷰 내용을 결과에 포함했다. 연구 참여자

는 주위 동료 연구자들 및 미혼모 시설 등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추

가적으로 온라인 조사 마지막 단계에서 심층 인터뷰에 찬성을 한 응답자

에게 연락처를 남기도록 해 연락을 한 후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

을 한 후 응하겠다고 한 대상자과 인터뷰를 실시하 다.

제1절 분석 대상 특성

온라인 조사 253명 중 46.2%는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이고, 나머지 

53.8%는 동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로 구성되었다. 과거 동거 경험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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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는 동거인과 헤어진 응답자가 36%,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한 동거 

경험자가 17.8%이다.

〈표 4-1〉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동거 경험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53)

혼인신고 없이 현재 동거 중 46.2 (117)

과거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현재는 헤어짐 35.6 (90)

과거 동거하다 혼인신고 후 살다가 현재는 헤어짐(법적 이혼) 0.4 (1)

과거 동거하다 그 동거인과 현재는 혼인신고 한 상태(법적 혼인) 17.8 (4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60%, 여성이 40%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 응답

자를 만 18~49세로 연령 제한을 둔 상황에서 동거 시작 평균 연령은 만 

29.3세로 나타났다.

〈표 4-2〉 온라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53)

현재

성별

  남성 60.5 (153)

  여성 39.5 (100)

연령

  18~29세 30.4 (77)

  30~39세 44.3 (112)

  40~49세 25.3 (6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0.3 (26)

  대학 재학/대졸 79.0 (200)

  대학원 대학 이상 10.7 (27)



108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구분 비율 (명)

동거 당시

동거 시작 연령

  17~29세 55.0 (139)

  30~39세 37.5 (95)

  40~49세 7.5 (19)

동거 시작 평균 연령 만 29.3세(만 17~45세) (표준편차 6.10)

평균 동거 기간 2.4년(1년 미만~17년) (표준편차 2.93)

동거 중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2.3 (31)

  200만~300만 원 미만 23.3 (59)

  300만~400만 원 미만 17.0 (43)

  400만~500만 원 미만 16.2 (41)

  500만~600만 원 미만 13.8 (35)

  600만~700만 원 미만 7.9 (20)

  700만 원 이상 9.5 (24)

동거 중 취업 상태

  취업 19.4 (49)

  비취업 80.6 (204)

동거 중 주택 소유 형태

  자가 26.9 (68)

  전세 30.0 (76)

  월세 39.9 (101)

  사글세 및 무상 3.2 (8)

동거 중 생활비 부담 

  공동 부담 82.6 (209)

  응답자 혼자 부담 12.3 (31)

  상대 동거인 혼자 부담 5.1 (13)

동거 중 낳은 자녀 수

  0명 93.3 (236)

  1명 4.3 (11)

  2명 2.4 (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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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참여자 14명 중 11명은 현재 동거 중이고, 나머지 3명은 

현재 동거인과 헤어진 상태이다. 이들 중 2명은 동거 당시 자녀를 낳고 혼

인신고 전에 헤어져 현재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이고, 1명은 

오랜 동거 기간을 거친 후 자녀를 임신하고 혼인신고를 하 지만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동거 중인 연구 참여자 11명 중 3명은 대

학 재학 중이다.

〈표 4-3〉 심층 면접 대상자 

번호 성별
연령
(만)

학력
동거 기간

비고
시작 종료

1 여성 23세 중졸 이하 2009년 2015년 미혼모

2 여성 29세 고졸 2010년 2013년 미혼모

3 남성 28세 대졸 이상 2013년 동거 중

4 여성 19세 대학 재학 2015년 동거 중

5 남성 19세 대학 재학 2015년 동거 중

6 남성 34세 대졸 이상 2006년 동거 중

7 여성 35세 대졸 이상 2006년 동거 중

8　 여성 32세 대졸 이상 2014년 동거 중

9 여성 20세 고졸 2015년 동거 중

10 여성 22세 대학 재학 2014년 동거 중

11 여성 29세 대졸 이상 2015년 동거 중

12 여성 36세 대졸 이상 2003년 2009년
2009년 혼인신고 후 

2010년 이혼

13 여성 32세 대졸 이상 2014년 동거 중

14 남성 41세 대졸 이상 2013년 동거 중

주: 심층 면접은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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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혼 동거 선택의 동기 및 가족 관련 가치관

  1. 동거 관련 경험 및 생각  

우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동거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살

펴보면,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전체의 4분의 1 가까운 응

답자가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 집 마련 혹은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이

유로 동거를 한다고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혼인의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

지만 상대방과 서로 의지하고 싶어서 동거를 선택했다는 응답자와 이성 

교제 중 주거 비용이나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혼인 전에 살아 보

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동거를 선택했다는 응답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13% 정도가 동거를 혼인의 대안으로 

택하는 이유와 가장 가까운 응답자, 즉 동거 선택의 이유가 결혼제도나 

규범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인 응답자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임신을 해서 혹은 집안의 반대 등으로 동거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4〉 동거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53)

임신해서 4.0 (10)

혼인 의사가 있지만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24.1 (61)

혼인 의사가 있지만 집안의 반대 등으로 4.0 (10)

혼인 전에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17.4 (44)

우리나라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13.0 (33)

혼인 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의지하며 같이 지내고 싶어서 19.0 (48)

이성 교제 중 데이트 비용, 방값 및 생활비 절약을 위해 18.6 (4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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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오래전부터 동거의 이유가 되어 왔던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

를 택했다는 응답자 61명을 대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을 물어본 결과 

예상대로 주택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가장 부담이 되는 경제적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61)

예물/예단 1.6 (1)

결혼식 비용(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16.4 (10)

혼수 등 신혼살림 마련 14.8 (9)

주택 마련 67.2 (4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동거 선택의 이유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

펴보았듯이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Hiekel, 

Liefbroer, & Poortman, 2014; Rindfuss & VandenHeuvel, 1990)

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혼인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하는 

경우, 혼인 전에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와 임신해

서 또는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집안의 반대 등으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결혼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항목인 우리나라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와 이성 교제 중 단

순한 방값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혹은 상대와 의지하며 함께 지내고 싶어

서 동거를 하는 경우를 결혼의 대안 및 혼인과 상관없는 동거로 구분 지

을  수 있다. 그 분포를 보면 결혼의 한 단계에 속하는 동거와 결혼의 대안

이거나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 유형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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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성별, 동거 이유, 혼인신고 필요성에 따라 교차분석을 한다고 앞서 서

술했는데, 동거의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에서는 동거 이유가 제외되고 후

에 나오는 혼인신고 필요성 부분에서 혼인신고와 동거 이유를 교차분석

할 것이기 때문에, 성별과 결혼과 밀접한 동거 시작 연령에 따라 분석해 

본다. 동거 시작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는 동거의 이유가 결혼의 전 단

계인 경우가 약 60%인 데 반해, 동거 시작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는 동

거의 이유가 결혼의 대안 혹은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인 경우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인 30대 이후에 

동거를 하는 경우는 앞으로 혼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한 연령이 30세 이전인 경우에는 대학생 동

거나 데이트 중 함께 있고 싶은 경우 등의 이유로 혼인과 관련이 적은 동

거와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 동거 시작 연령

에 따라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유의미하게 다름을 보여 준다.

〈표 4-6〉 ‘동거의 이유’ 구분

(단위: %, 명)

구분 결혼 전 단계 결혼의 대안 등 계 (명)

전체 49.4 50.6 100.0 (253)

성별(=0.1)

  남성 50.3 49.7 100.0 (153)

  여성 48.0 52.0 100.0 (100)

동거 시작 연령(=10.3***)

  30세 미만 40.3 59.7 100.0 (139)

  30세 이상 60.5 39.5 100.0 (114)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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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안정적인 동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에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및 사랑 그리고 다음

으로 안정된 가정 경제이다. 그러나 1순위와 비교해 2순위에서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환경 중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항목은 공평한 가사 분담과 

결혼과 동거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두드러졌다.

〈표 4-7〉 안정적인 동거를 위한 중요한 환경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253) 100.0 (253)

안정된 가정 경제 32.0 (81) 22.9 (58)

서로에 대한 신뢰 및 사랑 51.4 (130) 28.9 (73)

공평한 가사 분담 5.9 (15) 19.8 (50)

서로의 부모님과 가족으로부터의 거리 유지 3.2 (8) 5.9 (15)

결혼과 동거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 7.5 (19) 22.1 (56)

기타 - - 0.4 (1)

  주: 기타 의견은 ‘생활 습관이나 청결도’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본 

절의 다음 소절인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서 다룰 것이지만, 이어

지는 모든 교차분석에서 동거의 이유와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소

절에 앞서 간략히 빈도와 카테고리 구분 과정만 제시한다.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 보았듯이,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117명)와 과

거에 동거하다가 헤어진(90명), 즉 동거 경험자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207명이고, 동거 경험자 중에서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는 현

재 이혼한 사례 1명을 포함해 총 46명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 

207명에게 동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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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간 낮았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교차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117명)와 과거에 동거하다가 헤어

진 응답자(90명), 즉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총 207명의 응답자 중에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응답한 92명과 과거에 동거를 하다가 혼

인신고를 한 응답자 46명을 더해 138명을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그

룹으로 구분하고, 다른 그룹은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15

명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을 향후 교차분석에 활용한다.

본인의 동거 사실을 누구에게 공개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약 27%를 차지했고, 모두에게 공개했다는 비

율은 6.3%, 나머지는 친구나 동료, 가족에게 부분 공개를 한 것으로 드러

났다. 

〈표 4-8〉 동거 사실 공개 대상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53)

전혀 공개하지 않음 26.9 (68)

일부에게 공개 66.8 (169)

모두에게 공개 6.3 (1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동거 사실 공개에 있어서는 가족보다도 가까운 

친구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하기가 좀 더 편안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부모님이 오히려 동거 사실을 밝히기 힘든 대상인 것으로 느껴졌는

데, 불편하고 때로는 구차한 생각이 들더라도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공개

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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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한 친구들, 십년지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만 알렸어

요. 고등학교 동창들한테는 이야기하고....”(연구 참여자 9. 동거 

중인 여성). 

“(부모님이 집에 오신다 하면) 비밀이라 그 친구 짐을 다 싸서 치우

는 거죠. 이만한 캐리어에... 사실 그 친구 짐이 많지는 않아요. 그

래 봤자 옷이고, 그리고 책 같은 건 제 책이라고 하면 되고. 그냥 옷

이랑 신발 정도만 캐리어에 담아서 넣어 두면 잘 모르시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약간 구차해요. 구차하

기도 하고, 그 친구도 난 그럼 이집에 없는 존재라고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말하긴 하는데, 사실 저도 그 말을 듣는 게 기분이 좋지

는 않죠. 구차하고 비참하고....”(연구 참여자 8. 동거 중인 여성). 

모두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했다고 응답한 16명을 제외한 237명에게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까 봐’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잔소리를 

들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동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다.

〈표 4-9〉 모두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37)

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13.9 (33)

부모·가족 및 주변의 우려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35.4 (84)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까 봐 48.5 (115)

기타 2.1 (5)

   주: 기타 의견은 ‘굳이 공개할 이유 없음’, ‘서로에 대한 배려’, ‘특별한 이유 없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음’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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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타인의 부정적 편견이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

다. 전체 응답자 중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경험

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타인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결혼의 한 단계로 동거를 하는 경우 더욱 

경험을 하고,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이 타인에게 차별

을 느낀 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0〉 타인으로부터 인식적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51.0 49.0 100.0 (253)

성별(=0.1)

  남성 50.3 49.7 100.0 (153)

  여성 52.0 48.0 100.0 (100)

동거 이유(=1.2)

  결혼 전 단계 54.4 45.6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47.7 52.3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7.2)

  혼인신고 필요 58.7 41.3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41.7 58.3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을 경험했다는 51%의 응답자(129명)가 느낀 내

용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각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것을 느꼈던 경험, 또는 불륜으로 간주하

거나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보는 등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 경험이 70% 

정도로 여러 가지 경험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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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편견이 15% 정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시선

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교차분석상 나타난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시선은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을 그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약간 여자한테는 그게 꼬리표가 되고, 네가 동거하는 게 혼인신고

만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지, 결혼이랑 다른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자인 네가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결

혼을 한다고 하면 너한테 많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소리도 들었

고.”(연구 참여자 9. 동거 중인 여성)

그 외에는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거나, 무시하는 듯한 상대의 

말투를 경험했다거나, 자신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집주인으

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는 응답도 나타나 우리 생활 곳곳에서 동

거가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적인 차별 경험 외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나 서비스 혜택 

등의 측면에서는 차별을 경험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경험한 적 있다

는 비율이 45% 정도로 차별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자에 비해 약간 낮

은 비율을 보 다.

앞서 타인으로부터 인식적 차별을 받은 경험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

로 비혼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제도에서나 타인

에게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타인에게 차별을 당한 경험에서는 경

험이 있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약간 높은 반면, 정

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 경험에서는 경험이 있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약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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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가족이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는지를 

성별과 동거 시작 연령에 따라, 그리고 동거 이유와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 는데,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고 느낀 경우에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 경험도 높고, 혼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에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 경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차별을 경험한 것이 혼인

신고를 필요하게 느끼게 하는 등의 이유로 나타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

다. 위의 타인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 경험

은 다르게 나타났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시선보다는 제도

적인 면에서의 제약과 더욱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45.1 54.9 100.0 (253)

성별(=0.0)

  남성 45.1 54.9 100.0 (153)

  여성 45.0 55.0 100.0 (100)

동거 이유(=0.5)

  결혼 전 단계 47.2 52.8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43.0 57.0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5.0*)

  혼인신고 필요 51.4 48.6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37.4 62.6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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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45.1%(114명)가 경험한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았

다’,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혼인신

고한 부부가 아니라 제외되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병원

에서 보호자가 안 되는 등 배우자 역할에 제약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있

었다.

〈표 4-12〉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 경험 내용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14)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았다 27.2 (31)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31.6 (36)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니라 제외되었다 34.2 (39)

병원에서 보호자가 안 되는 등 배우자 역할에 제약이 있었다 7.0 (8)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정부에서 받는 지원과 각자 회사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서비

스에서 제외되는 등 직접 경험하며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일상생활 곳곳

에 있었다. 

  “상담 갔을 때요, 부부 상담. (동거 남성이) 술을 하도 먹어서 중독

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상담 좀 받아 보려고 갔었죠. 정신과랑 하

는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동거 부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

구 참여자 1, 현재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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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여자 친구 직장에서 해 주는, 회사 사내 복지, 그게 이제 

가족 단위로 혜택이 되잖아요. 저랑 제 여자 친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에이, 더러운데 우리 

혼인신고나 할까?’ 라고 이야기하고....” (연구 참여자 6, 동거 중

인 남성)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경험을 공유한 연구 참여자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 대출과 같은 제도적인 것들, 그리고 결혼했을 때 대출을 하는 

게 좀 더 쉽다든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좀 더 쉽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집을 옮기면서,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저는 일

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

을 받으려고 하는데, 남자 친구는 직장이 있으니까 대출이 쉽잖아

요. 남자 친구가 대출을 해서 저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집을 구했

는데. 그래도 그(남자 친구)는 정규직이고, 보장이 되니까 그나마 은

행 대출을 받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고 하면 수월하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상황에서 얻는 

혜택들이 다르구나....” (연구 참여자 8, 동거 중인 여성)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신청을 하려면 

제약이 많더라고요. 청첩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

혼을 할 수도 없는 거고....”(연구 참여자 14, 동거 중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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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제도적으로나 타인으로부

터 차별을 느끼지 않지만, 여전히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양하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우리 사회는 과연 동거가족을 어느 정도 호

의적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약간 호의적이지 않다는 응답

자가 과반수(51.4%)를 차지했다. 여기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37.2%)까지 더하면 88.6%로, 호의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동거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호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53)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 37.2 (94)

약간 호의적이지 않음 51.4 (130)

약간 호의적임 9.9 (25)

매우 호의적임 1.6 (4)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우리 사회가 동거가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약

간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매우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이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보기 위해 호의적이지 

않음과 호의적임 두 카테고리로 재구성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서는 남

성보다는 여성이 우리 사회가 동거가족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다른 특

성들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거가족 스스로는 우리 사회

가 아직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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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개인적 특성별 동거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호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호의적이지 않음 호의적임 계 (명)

전체 88.5 11.5 100.0 (253)

성별(=1.0)

  남성 86.9 13.1 100.0 (153)

  여성 91.0  9.0 100.0 (100)

동거 이유(=0.0)

  결혼 전 단계 88.8 11.2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88.3 11.7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0.8)

  혼인신고 필요 87.0 13.0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90.4  9.6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이렇게 동거가족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회에서 만일 자신의 

자녀가 동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하는 쪽에 응답한 비율은 41.9%이고, 반대하는 쪽은 58.1%로 찬성

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들은 동거를 경험했

지만 자신의 자녀가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경

험이 자녀에게 추천할 만큼 긍정적이지 못했거나 우리 사회의 인식을 우

려하는 경향이 반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4장 비혼 동거가족의 가족 관련 가치관 123

〈표 4-15〉 자녀 동거 시 찬반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전체 13.4 44.7 35.6 6.3 100.0 (253)

성별(=11.6**)

  남성 8.5 51.6 34.0 5.9 100.0 (153)

  여성 21.0 34.0 38.0 7.0 100.0 (100)

동거 이유(=9.7*)

  결혼 전 단계 12.8 48.0 37.6 1.6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14.1 41.4 33.6 10.9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3.9)

  혼인신고 필요 13.0 46.4 37.0 3.6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13.9 42.6 33.9 9.6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자녀 동거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

는바 반대 의견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매우 반대하는 

입장은 여성이 많아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의 동거를 반대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볼 수 있다. 이는 앞 1절의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동거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적

용된다는 입장들과 연결되어 나온 결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입장은 자녀 중에서도 아들보다는 딸에게 엄격하게 적

용될 수 있고, 여성이 동거로 인해 경험한 사실이 부정적인 경우 강력한 

이중 기준이 작동하기도 한다.

“만약에 딸이 나중에 동거한다고 하면 죽을 듯이 반대할 거예요. 

(이유는?) 나처럼 될까 봐요. 아들이 한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겠죠.” (연구 참여자 1. 현재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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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동거를 한다고 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과 반대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비율을 이들의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약간 반대하는 비율은 동거

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48.0%)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

하는 이들(41.4%)보다 더 높고, 약간 찬성하는 비율도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37.6%)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33.6%)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우 반대하는 비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12.8%)보다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14.1%)이 

더 높고, 매우 찬성하는 비율도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1.6%)

보다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10.9%)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하거나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를 할 경우 자녀가 

동거를 한다면 매우 찬성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기에는 

결혼제도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성향이 반 되어 결혼 대

신 동거를 택하는 것에도 적극 찬성해 줄 수 있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결혼과 관계없이 동거를 하는 응답자들도 동거의 경험에는 매

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동거를 해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 꼭 살아 봐야 된다는 생각

이 들어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같이 사는 건 

다르잖아요. 요즘 많이 느끼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랑 한 번 

살아 봐야 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5. 동거 중인 남자 대학생)

  2.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우선, 앞 소절에서 언급되었던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 보았듯이,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117명)

와 과거에 동거하다가 헤어진(90명), 즉 동거 경험자 중 혼인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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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응답자는 총 207명이고, 동거 경험자 중에서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

는 현재 이혼한 사례 1명을 포함해 총 46명이다. 

혼인신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 207명에게 동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간 낮았다. 

〈표 4-16〉 혼인신고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07)

있다 44.4 (92)

없다 55.6 (11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역시 앞 소절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위의 빈도분석과의 혼동을 피하고, 

앞 소절로 돌아가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혼인신고 

필요성이 없다’에 대한 응답자 115명은 ‘혼인신고 불필요’ 그룹이 되고,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117명)와 과거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응답자(90

명), 즉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총 207명의 응답자 중에 ‘혼인신고의 필

요성을 느꼈다’고 응답한 92명과 과거에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응

답자 46명을 더해 138명은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그룹으로 구분하

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보면,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동거의 이유가 결혼의 한 단계인 응답자(70.4%)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3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거의 이유가 

결혼의 한 단계에 속하는 경우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결국 혼인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고, 그에 

반해 결혼의 대안이나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가족은 혼인신고를 관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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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 않거나 불편함이 있어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동거의 이유에 따라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다른 것으로 나타

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17〉 개인적 특성별 혼인신고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 필요 혼인신고 불필요 계 (명)

전체 54.5 45.5 100.0 (253)

성별(=0.1)

  남성 53.6 46.4 100.0 (153)

  여성 56.0 44.0 100.0 (100)

동거 이유(=25.4***)

  결혼 전 단계 70.4 29.6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39.1 60.9 100.0 (128)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동거의 이유가 현재는 꼭 제도에서 정해진 대로 살 필요는 없어서 동거

를 하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서

도 동거 이유와 혼인신고의 필요성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것(혼인신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아요. 이미 뭐 

둘이 마음 맞아서 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딩

크족이니까 애를 일단 지금은 낳고 싶지 않거든요. 나중은 모르겠는

데 애가 없으면 더더군다나....” (연구 참여자 3, 동거 중인 남성) 

위의 혼인신고 필요성 결과에서 보듯이 혼인신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들 92명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성을 

느꼈는지와 함께, 본 조사에서 동거 경험자 중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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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왜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거 경험자 중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들에게는 ‘원래 언젠가는 하려 계획했었기 때문에’라는 선택지가 

추가적으로 주어졌다. 결과를 보면, 약 45% 정도의 응답자가 법적 부부

가 아니어서 받는 법적 또는 제도적 제약 및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생기면 아무래도 법적 부부인 것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46명)

에게는 ‘원래 언젠가는 하려 계획했었다’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더해 혼인

신고를 한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50% 이상이 원래 하려 계획했었던 것

으로 나타났고, ‘자녀 출생신고나 양육을 위해서 법적 부부가 되었다’라

는 응답 비율이 그 다음으로 많아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고 동거 중인 

응답자와 해당 응답을 더하면, 자녀와 관련한 이유로 혼인신고의 필요성

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표 4-18〉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낀 이유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 경험 없으며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

동거 경험자 중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92) 100.0 (46)

원래 언젠가는 하려 계획했었기 때문에 - - 52.2 (24)

가족이나 주위에서 자꾸 권해서 7.6 (7) 2.2 (1)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받는 법적·제도적 
제약 및 차별 때문에

44.6 (41) 10.9 (5)

자녀 출생신고/양육을 위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6.1 (24) 21.7 (10)

법적 부부가 더 부부 관계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것 같아서

13.0 (12) 13.0 (6)

동거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편견이 
부담스러워서

7.6 (7) - -

상대방의 요구가 있어서 1.1 (1) -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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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117명)에게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있

는지 물어보았다.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70% 이상(87명)이 앞으로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혼인신고 계획은 현재 동거 

중인 1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 절에서 전체 응답자가 응답한 문항에 

대해 실시한 교차분석에서 사용되는 동거의 이유나 혼인신고 필요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동거의 이유에 따라,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따라 혼인신고 계획 

유무에 차이가 있었다. 결혼 전 단계로서의 동거나 결혼의 대안 등으로서

의 동거나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많기는 했지만, 결혼 

전 단계의 동거가족과 비교해서는 결혼의 대안 등으로 인한 동거가족이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느

끼는 응답자는 혼인신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크게 나타났지만, 혼

인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그러나 혼인

신고 필요성을 느끼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면 혼인신고 

계획 유무에 대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19〉 혼인신고 계획

(단위: %, 명)

구분 없다 있다 계 (명)

전체 25.6 74.4 100.0 (117)

동거 이유(=12.3***)

  결혼 전 단계 13.4 86.6 100.0 (67)

  결혼의 대안 등 42.0 58.0 100.0 (50)

혼인신고 필요성(=24.3***)

  혼인신고 필요 6.6 93.4 100.0 (61)

  혼인신고 불필요 46.4 53.6 100.0 (56)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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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87명)은 언제 혼인신

고를 할 계획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과거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46명)에게는 혼인신고 한 시기를 함께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앞으로 혼인신고를 계획 중인 응답자 중에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자녀를 임

신·출산했을 때 하겠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과거에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갖

춰진 후에, 자녀를 임신·출산했을 때, 그리고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혼인신고를 했다는 응답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표 4-20〉 혼인신고(계획) 시기

(단위: %, 명)

구분

현재 동거 중이며 향후 
혼인신고를 할 계획인 

응답자

동거 경험자 중 
혼인신고를 한 응답자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87) 100.0 (46)

경제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49.4 (43) 30.4 (14)

자녀를 임신·출산했을 때 29.9 (26) 30.4 (14)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17.2 (15) 28.3 (13)

결혼식 후에 3.4 (3) 10.9 (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과연 동거를 하는 당사자들은 언제부터를 ‘부부’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본 질문에서는 결혼할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로 본다는 

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

부라고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부부를 생각하는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62.1%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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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도 부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부로 인정하는 시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거 이유별로는 ‘결혼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이다’라는 비율은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47.2%)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39.8%)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

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이다’라는 비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

는 응답자(17.6%)보다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24.2%)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이다’라는 비율은 결혼

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15.2%)가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18.8%)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

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이다’는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13.6%)가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7.8%)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으나,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이다’는 결혼

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6.4%)가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9.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결혼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라는 생각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라는 

입장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 결혼 전 단계로 동거를 택한 그룹보다 혼인신

고를 기준으로 부부를 바라보는 입장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동거의 이유

는 결혼의 대안 및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에 포함되는 연구 참여자의 의견

에서도 비슷하게 혼인신고가 부부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발견

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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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봐요. 혼인신고를 하는 것, 법적

으로 부부가 딱 되는 거니까,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겉

으로만 결혼을 보여 주는 식인 것 같고, 혼인신고를 해야 진짜 부부

가 된 느낌일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4, 동거 중인 여자 대학생)

이와 같이 동거를 하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동거를 하

고, 결혼 전 동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자신이 결혼 대신에 계

속 동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종종 보이기도 하 다.

다음으로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을 혼인신고의 필요성별로 살

펴보면,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이다’라는 비율은 혼인신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48.6%)보다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37.4%)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이다’라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20.3%)보다 혼인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21.7%)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이

다’라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14.5%)이 혼인신

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20.0%)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이다’와 ‘결혼식

만 올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이다’는 공통적으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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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

(단위: %, 명)

구분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신고
를 하지 
않아도 
부부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
를 하면 

부부

결혼식과 
혼인신고
를 모두 
마쳐야 
부부

계 (명)

전체 10.7 43.5 7.9 20.9 17.0 100.0 (253)

성별(=6.5)

  남성 13.7 45.1 5.9 19.0 16.3 100.0 (153)

  여성 6.0 41.0 11.0 24.0 18.0 100.0 (100)

동거 이유(=5.3)

  결혼 전 단계 13.6 47.2 6.4 17.6 15.2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7.8 39.8 9.4 24.2 18.8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3.6)

  혼인신고 필요 9.4 48.6 7.2 20.3 14.5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12.2 37.4 8.7 21.7 20.0 100.0 (11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결혼을 하면 경험의 기회가 많아지는 명절, 제사, 가족 모임 등 우리나

라의 가족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하는 문화로 생각하는 비율이 43.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한 응답자를 묶어 보면 72.4%로 응답자의 많은 비율이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가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

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높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불편하기 때문에 바

뀌어야 한다’는 입장은 동거 시작 연령 30세 미만 그룹에서 강하게 나타

났다. 특히,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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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남성 집안의 제사나 

명절 등을 경험하게 되는 전통 구조에 따르게 되어 있어, 결혼을 통해 남

성보다는 여성이 새로운 집안 문화 등을 겪어야 하는 구조에서 나타난 결

과로 볼 수 있다.

동거 이유에 따라서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의 전 단계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 그룹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혹은 ‘불편해도 유지해

야 한다’는 쪽에 치우쳐 있다. 반면,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택한 그

룹은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

큼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에도 치우쳐 있어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택

하는 사람들이 더욱 전통적인 가족문화에 변화를 요구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

각에 차이가 있었는데,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47.8%)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39.1%)보다 더 높고,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한다’는 비율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34.8%)이 혼

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19.1%)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혼

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17.4%)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이들(41.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거 이유에서 나타난 차이보다 더욱 현격한 차이를 보 는데, 동거를 하

면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편한 

가족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동거 과정에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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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함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전체 27.7 43.9 28.5 100.0 (253)

성별(=20.2***)

  남성 30.1 51.6 18.3 100.0 (153)

  여성 24.0 32.0 44.0 100.0 (100)

동거 이유(=8.7*)

  결혼 전 단계 31.2 48.8 20.0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24.2 39.1 36.7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9.7***)

  혼인신고 필요 34.8 47.8 17.4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19.1 39.1 41.7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로 동거 중인 경우 가족문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강하게 나타났

는데 사위가 되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되는 입장에서 주어지는 의무나 책

임, 또는 부담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은 여성

이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일에 대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결혼을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도) 고민했는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부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가족 관

계가 딸려 오는 게 제일 부담인데, 혼인신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잖아요. 결국에는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이런 거니까....” 

(연구 참여자 7, 동거 중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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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책임(가족으로서 책임)을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의 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헤쳐 나가야 하거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

지만,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완전히, 뭔가... 편찮으시거나 늙

어서 부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며느리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거

기에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공부나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하면 사실 피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요. 근데, 결혼하면 일상적으로 매번 명절이 되면 챙겨야 하는 것

들... 경조사 이런 거 챙겨야 하는 것들... 그런 책임들은 어른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책임이라면 저는 완전 거부를 하는 거

고.” (연구 참여자 8, 동거 중인 여성)

다음으로 법적인 신고를 통해서만 부부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혼인제

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

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묶어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9%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지해야 한

다’고 반응하는 비율은 남성이 높고, 동거 시작 연령에 의한 차이는 그다

지 크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비합리적이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동거 시작 연령에 의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과 비교해 보면, 가족문화에 대해 

불편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혼인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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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가족문화에 여성들이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거 이유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혼인신고의 필요성

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이들(47.1%)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43.5%)

보다 더 높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도 혼인신고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40.6%)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이들(28.7%)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므로 개

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12.3%)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27.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가족문화에 대한 가치관에서와 비슷하게, 혼인신

고의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들이 현재 혼인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동거 과정 중에 느낀 혼인신고의 필요성은 결혼과 관련된 제도나 관습에 

대한 태도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표 4-23〉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함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비합리적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전체 35.2 45.5 19.4 100.0 (253)

성별(=1.8)

  남성 32.0 47.1 20.9 100.0 (153)

  여성 40.0 43.0 17.0 100.0 (100)



제4장 비혼 동거가족의 가족 관련 가치관 137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3. 동거 관련 제도의 필요성

아직 동거 관계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소유물, 임신, 출산, 양육 등을 포함해 동거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문제를 위해 동거 상대방과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6.6%, 약간 불필

요하다는 응답자는 28.5%로 나타났고, 매우 필요하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각각 11.9%와 13%로 나타났다. 즉 동거 시 계약서나 

각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가 거의 60%를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는 동거

의 결과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여

건 등에 따른 결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이들의 비율을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

율은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50.4%)이 결혼의 대안이

구분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함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비합리적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동거 이유(=2.0)

  결혼 전 단계 33.6 49.6 16.8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36.7 41.4 21.9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0.5**)

  혼인신고 필요 40.6 47.1 12.3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28.7 43.5 27.8 100.0 (115)



138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라고 생각하는 이들(43.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약간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26.4%)이 결

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30.5%)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신고의 필요성별로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14.5%)보다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8.7%)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4〉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의 작성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불필요
약간 

불필요
약간 필요 매우 필요 계 (명)

전체 13.0 28.5 46.6 11.9 100.0 (253)

성별(=18.6***)

  남성 17.6 33.3 41.8 7.2 100.0 (153)

  여성 6.0 21.0 54.0 19.0 100.0 (100)

동거 이유(=1.57)

  결혼 전 단계 12.8 26.4 50.4 10.4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13.3 30.5 43.0 13.3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2.2)

  혼인신고 필요 12.3 26.8 46.4 14.5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13.9 30.4 47.0 8.7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느낀다고 응답하 지만,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30% 정도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해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것에까지

는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선 결과에서 동거 중 상대방과 계약이나 각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 지만, 실질적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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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동거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서

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

성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작

성 필요 정도에서는 혼인신고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 따라 차이 없이 많은 

응답자들이 계약서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그 필요성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한 그룹은 결국 혼인신고가 필요하

다고 느낀 응답자들이었던 것으로, 현재 동거 관계에 아무런 법적 테두리

가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 보호를 하려는 시도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서는 생활하면서도 필요하지만,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안 그래도 (계약서)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해 볼까 

생각해 봤던 이유가 서로 더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수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수

습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 3, 동거 중인 남성). 

“결혼을 해소할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복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은 해소 절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긴 하죠. 

(동거가) 그건 아쉽죠.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접근 

금지 명령이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구성이 

있는 거죠. ‘내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상대가 나를 때렸다’라

고 하면... 내가 상대랑 동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입증이 편하

니까. (중략) 실은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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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 문제가 시작되

는 시점은 해소 시부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연구 참여자 7, 동거 중인 여성)

 “필요하죠. 최소한의 장치라면... 많이 피해 보죠. 미혼모 같은 경

우에... 저는 차라리 이혼경력이 있고, 그나마 행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보면...양육비를 받으니까. (동거를 할거

면) 일단 계약서 같은 걸 서면으로 남겨 놓으라고 충고하고 싶죠.” 

(연구 참여자 12, 동거 후 결혼, 현재는 이혼). 

〈표 4-25〉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의 작성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30.4 69.6 100.0 (253)

성별(=0.2)

  남성 31.4 68.6 100.0 (153)

  여성 29.0 71.0 100.0 (100)

동거 이유(=3.6)

  결혼 전 단계 36.0 64.0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25.0 75.0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6.9***)

  혼인신고 필요 41.3 58.7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17.4 82.6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이렇게 상대 동거인과의 계약서나 각서 등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앞

서 혼인신고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우리나라의 혼인제도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면, 프랑스나 독일 등 혼인 이외에

도 다른 형태의 계약이나 등록 등을 통해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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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등의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72%가 혼인신고한 부부와 비슷한 보호

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처럼 동거 커플을 등록하거나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약간 찬성, 매우 찬성의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

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거의 이유와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면, 약간 찬성에 대한 비

율이 결혼 전 단계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약간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 찬성과 매우 찬성 카테고리를 더해서 

보면, 결혼의 대안 등으로 인한 동거와 혼인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한 그룹

에서 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

는 나지 않았다.  

가족 관련 가치관이나 혼인제도 등에 대해서와 달리 동거 관계를 인정하

는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동거의 이유나 혼인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 동거 관계에서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반 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4-26〉 동거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전체 5.5 22.5 52.2 19.8 100.0 (253)

성별(=9.3*)

  남성 5.9 28.8 48.4 17.0 100.0 (153)

  여성 5.0 13.0 58.0 24.0 100.0 (100)

동거 이유(=3.6)

  결혼 전 단계 4.0 21.6 57.6 16.8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7.0 23.4 46.9 22.7 100.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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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이러한 동거와 관련된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에는 동

거 관계를 등록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차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사회분위기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우려

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차라리 혼인신고를 못 할 상황이면, 그런 (동거 관계) 등록이라도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혼

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 양육비는 받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

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12,  동거 후 결

혼, 현재는 이혼)

“동거가족을 국가나 혹은 사회가 인정을... 사실 이제는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긴 한데, 제도권 내에서 복지를 주려고 한다고 그러

면, 그럼 어찌 됐든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하

는데. 음... 일단 첫 번째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신뢰가 없는 거

겠죠. 두 번째는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살아 왔던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음... 그런 면에서 보면 

가만 안 있으면 또 싸워야 하는 건데... 싸우기에는 너무 지쳤는데 

이제....” (연구 참여자 6, 동거 중인 여성)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혼인신고 필요성(=3.3)

  혼인신고 필요 6.5 22.5 55.1 15.9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4.3 22.6 48.7 24.3 100.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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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차 자료에서 나타난 비혼 동거가족의 출산 경향

2차 자료를 통해 비혼 동거가족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

까지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

태조사를 이용하 다. 4장에서와 같이 기혼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

다고 응답한 사람 중 이번이 처음 결혼인 응답자 총 110명을 대상으로 분

석하 다.     

  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총 임신 횟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총 110명 중에서 임신 경험이 없는 

사람이 75명으로 68.2%를 점하고 있고, 1회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5%, 2회가 3.6%, 3회를 경험한 경우도 2.7%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 총 임신 횟수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10

0회 68.2 75

1회 25.5 28

2회 3.6 4

3회 2.7 3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비혼 동거가족의 
임신·출산 및 양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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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여성 동거자들이 출산한 자녀들의 수를 보면, 자녀가 없는 비율이 

94.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1.8%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부분 중간에 자연유산

이나 임신중절을 하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표 5-2〉 총 출생아 수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10

0명 94.5 104

1명 4.6 5

2명 0.9 1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연유산 횟수는, 1회가 5.5%, 2회가 1.8%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공

임신중절 횟수는 1회가 4.6%, 2회가 0.9%, 3회가 0.9%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런데 앞서 총 임신 횟수에서 보았듯이 임신을 한 경험이 있는 이들

이 31.8%인 것을 생각하면 출산과 유산 비율이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신 경험이나 유산 경험에 대한 질문은 민감할 수 있어 부정확

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5-3〉 자연유산 횟수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10

0회 92.7 102

1회 5.5 6

2회 1.8 2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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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인공임신중절 횟수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10

0회 93.6 103

1회 4.6 5

2회 0.9 1

3회 0.9 1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비혼 여성 동거자들의 대부분이 아직 자녀가 없지만, 이들의 82.7%가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 현재는 아마도 

아직 여러 측면에서 자녀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5〉 추가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10

낳을 생각이다 82.7 91

낳지 않을 생각이다 9.1 10

생각 중이다(모르겠음) 8.2 9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또한 이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가 47.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가 31.8%로 약 80%의 비혼 여성 동

거자들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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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자녀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10

꼭 있어야 한다 47.3 5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31.8 35

없어도 무관하다 20.9 23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녀가 필요하거나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 79.1%의 비혼 여성 동

거자들(87명)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며, 그 다음으로는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 된다, 얕

보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다.

〈표 5-7〉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87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1.2 1

심리적으로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 된다, 얕보이지 않는다) 21.8 19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77.0 67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음으로 자녀가 필요 없다고 한 20.9%의 비혼 여성 동거자들(23명)

이 자녀가 필요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점

하고 있는 것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로 43.5%, 다음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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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로 17.4%, 다음으로 ‘경제적

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와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라고 응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으로 볼 때, 비혼 여성동거자의 대부분이 자녀

가 생기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3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13.0 3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13.0 3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43.5 10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7.4 4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4.4 1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8.7 2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현재 비혼 여성 동거자들은 대부분 피임을 하고 있으며(69.0%), 피임

을 하는 목적은 출산 연기가 8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5-9〉 현재 피임 여부

(단위: %, 명)

구분 피임 중 피임하지 않음 계 (명)

전체 69.0 31.0 100.0 (71)

   주: 1)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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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현재 피임 목적

(단위: %, 명)

구분 단산 출산 연기 기타 계 (명)

전체 8.2 87.7 4.1 100.0 (49)

   주: 본인 및 남편 모두 초혼인 여성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출산 연기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로 37.2%,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가 18.6%, ‘소득이 

적어서’가 14.0%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자녀가 필요

하지 않은 이유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부부 생활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에 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출산 연기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43

터울 조절 2.3 1

소득이 적어서 14.0 6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7.0 3

자녀 양육 비용 부담 때문에 9.3 4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18.6 8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37.2 16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2.3 1

기타 9.3 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요약하면, 비혼 여성 동거자들이 이성과의 동거를 그다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과 달리, 자녀의 출산에 대해서는 동거보다 훨씬 엄격

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자

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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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출산 의향은 매우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었다. 즉, 이들에게 아직 

여러 측면에서 자녀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혼 여성 동거자들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있으나, 자녀가 필요 없다는 대부분의 비혼 여성 동거자들은 자녀가 

있으면 자유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

이 주된 이유 다. 현재 비혼 여성 동거자들은 대부분 피임을 하고 있으

며, 그 주된 이유는 출산 연기로 나타났고, 출산 연기 이유는 대체로 자녀

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비혼 동거가족의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경험 및 태도

본 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 내용을 다룬다. 제4

장에서 가치관을 다루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속 질문 등에 대해서는 빈

도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성별과 동거와 관련된 특성들을 위

주로 이루어진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 임신·출산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하기는 하지만, 동거 커플이 일단 임신을 

하면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

거가 부모가 되는 대안의 역할로는 부족해 보인다. 응답자의 70% 이상

(188명)은 동거 중 임신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 가까이(48

명)는 유산 경험만 있고, 6.7%(17명)만이 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출

산 경험이 있는 17명 중 11명은 1명의 자녀를, 6명은 2명의 자녀를 동거 

중 낳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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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동거 중 임신, 출산, 유산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동거 중 임신 
경험이 없다

동거 중 유산  
경험만 있다

동거 중 출산 
경험이 있다

계 (명)

전체 74.3 19.0 6.7 100.0 (253)

동거 이유(=7.2*)

  결혼 전 단계 68.0 21.6 10.4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80.5 16.4 3.1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0.0**)

  혼인신고 필요 68.1 21.0 10.9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81.7 16.5 1.7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동거 중 임신, 출산, 유산을 경험한 비율을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동거 중 임신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

는 이들(68.0%)보다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80.5%)이 더 높

고, ‘동거 중 유산 경험만 있다’는 비율도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21.6%)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16.4%)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거 중 출산 경험이 있다’는 비율 또한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10.4%)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3.1%)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의 대안 혹은 결혼과 관련 없는 동거의 경우는 결혼의 전 단계로의 

동거와 비교해서는 역시 임신 및 출산과의 거리가 더 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등과 관련해 혼인신고가 선행되는 것이 보편

적인 구조에서 동거가족을 택하는 것은 무자녀를 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

을 것이다. 이는 또한 무자녀를 계획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에 들어갈 필

요성을 못 느끼고 동거가족을 유지하고 생활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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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양육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동거

에 굉장히 큰 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같이 출산에 되게 부정적이

고, 낳을 생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혼인에 대한 필요성도 크

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애는 꼭 낳고 싶다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많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애를 

낳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반대인 거죠.” (연구 참여자 11, 동

거 중인 여성)

다음으로 혼인신고의 필요성별로 살펴보면, ‘동거 중 임신 경험이 없

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68.1%)보다 혼인신

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81.7%)이 더 높고, ‘동거 중 유산 

경험만 있다’라는 비율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21.0%)

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16,5%)보다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동거 중 출산 경험이 있다’는 비율 또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10.9%)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이들(1.7%)보다 높게 나타나고 동거의 이유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예상대로 출산 경험은 혼인신고의 필요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출산 경험이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끼는 데 큰 역할

을 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출산 경험이 있는데 혼인신고가 불필요하다

고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여서 출산 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

생신고를 위해 혹은 자녀에게 필요한 경우 혼인신고를 결국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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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는 또  유산 경험만 있는 응답자(48명)와 출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17명)를 더한, 즉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65명)만을 대상으로 

임신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 다. 먼저 첫 임신은 계획 하에 이

루어졌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75% 이상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고 응답하 다.

〈표 5-13〉 동거 중 첫 임신의 계획 여부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65)

계획한 임신이었다 24.6 (16)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었다 75.4 (4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이어서, 동거 중에 임신을 하고 처음 진찰을 받으러 갈 때, 동거 중 임

신한 사실을 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고민하거나 망설 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신 경험을 한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7.7%)가 약간 고민하

거나 망설 다는 반응을 보 다. 전체적으로 보면, 43.1%는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은 편이었고, 56.9%는 고민하거나 망설인 편이라고 응답하

다. 여전히 자신의 혼인 상태가 병원을 찾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4〉 동거 중 임신이라는 사실로 초진 시 고민하거나 망설인 정도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65)

전혀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15.4 (10)

별로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은 편이었다 27.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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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진찰 시 동거 부부이기 때문에 혼인신

고한 부부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른 태도를 경험한 응답자는 대부분 부정적

인 시선과 말투 등을 경험했다고 하 고, 보호자 자격이 없다는 반응, 일회

성 환자를 대하는 느낌, 무성의한 태도 등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 다.

〈표 5-15〉 진찰 시 혼인신고한 부부와 다른 태도로 대한다고 느낀 경험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65)

있다 36.9 (24)

없다 63.1 (4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동거 중에 임신을 하고 출산 시에는 동거 관계가 종료된 사례에서 병원

에서 출산 시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업무상의 질문인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나, 출산을 여성 혼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에서부

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된다. 

   “출산하러 갔을 때. 물어봐요. 원래 출산하러 가면 애 아빠 이름이 뭐

냐, 애 아빠 연락처는 뭐냐, 애 아빠 안 오냐, 애 아빠 없다고 하면 양

육하실 거예요? 아니면 입양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혼

구분 비율 (명)

약간 고민하거나 망설였다 47.7 (31)

매우 고민하거나 망설였다 9.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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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왔기 때문에. 이게 친구랑 가건 부모님이랑 가든... 제가 미혼모 카

페를 운 하고 있는데 다들 그래요. 병원에 애초에 갔을 때에는 산모 

수첩을 이렇게 썼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애를 낳게 되면 애 아

빠가 없다고 하면, 물어본대요. ‘애를 양육하실 거예요? 아니면 입양

하실 거예요?’라고. 저 또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출산을 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자기들이 이미 

키우겠다고 출산을 한 건데.... 그런 상황에도 애기를 보면 좋죠. 근데 

병원이다 보니까 애 아빠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또... 그런 게....” 

(연구 참여자 2, 현재 미혼모)

본 조사에서 유산 경험만 있는 응답자는 48명, 그리고 출산 경험이 있

는 응답자 중에서도 유산을 경험한 응답자는 4명으로 총 52명이 유산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산이나 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52명 중 절반의 응답자가 동거 중에는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어서 유산을 했다고 응답해 동거와 무자녀의 선택이 동시

에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다.

〈표 5-16〉 동거 중 유산 및 임신중절 수술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52)

자연유산/사산 28.8 (15)

동거 중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어서 50.0 (26)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가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1.2 (1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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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하면서 임신·출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은 과거 동거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어떻게 계획을 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과반수가 혼

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할 계획이다 혹은 계획이었다(138명)고 응답을 

했다. 역시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에 임신·출산을 계획했다는 응답자는 

소수(12명) 고, 40% 정도는 임신·출산할 계획이 없는 것(103명)으로 나

타나 동거와 무자녀 계획이 많은 부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계획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 는데, 특히 

임신 및 출산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계획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 다.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혼인신고 후 임신·출산할 계획이었다’는 비

율은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69.6%)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3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

나,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임신·출산할 계획이 없었다’는 비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26.4%)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

는 응답자 비율(54.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결혼의 전 단

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혼인신고 후 출산을 계획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는 출산 계획이 없

는 경향이 더 우세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 임신·

출산할 계획이(었)다’는 비율은 두 그룹 모두에게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

나 다시 한 번 동거가족에게는 출산 계획 배제, 즉 무자녀 선택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의 필요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신고 후 임신·출산할 

계획이(었)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67.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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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39.1%)보다 더 높게 나타나

고 있으나,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임신·출산할 계획이 없(었)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26.1%)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58.3%)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혼인

신고 없이 동거 중 임신·출산할 계획이(었)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6.5%)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들(2.6%)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 역시 동거의 이유와 매우 흡사한 분포를 보 는데, 혼인신고의 필요

성을 느낀 응답자들은 자연스럽게 혼인신고 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고,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는 출산 계획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에도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출산은 혼인신고 후로 계획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동거가족의 출산은 혼인신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동거가족을 유지하느냐 

자녀를 택하느냐의 선택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출산에 대한 고민이 혼인신고 한 부부보다 길거나 깊어질 수 있는 

경우가 동거가족에게는 더욱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표 5-17〉 임신·출산에 대한 계획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 

임신·출산할 
계획이(었)다

혼인신고 후 
임신·출산할 
계획이(었)다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임신·출산할 
계획이 없(었)다

계 (명)

전체 4.7 54.5 40.7 100.0 (253)

성별(=10.0*)

  남성 2.0 51.6 46.4 100.0 (153)

  여성 9.0 59.0 32.0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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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이어 혼인신고 전이든 후이든 임신·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103명)에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 후속 질문이 이어졌다. 동거 중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에게는 ‘계획한 자녀만큼 다 낳아서’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 결과를 보면,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

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부만의 생활이 즐겁고 여가를 즐기

기 위해서, 또는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불확실해서 임신·출산을 계획하

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표 5-18〉 임신·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03)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29.1 (30)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녀를 기르기 힘들어서 7.8 (8)

동거가족의 자녀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8.7 (9)

자녀가 자동적으로 동거 부부 양쪽의 법적 친자가 안 돼서 7.8 (8)

구분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 

임신·출산할 
계획이(었)다

혼인신고 후 
임신·출산할 
계획이(었)다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임신·출산할 
계획이 없(었)다

계 (명)

동거 이유(=23.0***)

  결혼 전 단계 4.0 69.6 26.4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5.5 39.8 54.7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1.2**)

  혼인신고 필요 6.5 67.4 26.1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2.6 39.1 58.3 100.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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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정책인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제도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어느 정도 인

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동거가족은 임신·출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율

이 역시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른다는 비율도 높았다. 

‘전혀 모른다’는 남성이, ‘들어 봤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비율은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52.0%)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32.8%)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혀 모른다’는 비

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21.6%)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

각하는 이들(47.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들어 봤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

(26.4%)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19.5%)보다 더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보았듯이, 결혼의 전 단계인 동거가족보다는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출산 계획이 드문 만큼,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인지정도도 결혼 전 단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

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의 필요성별로 살펴보면,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구분 비율 (명)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불확실해서 23.3 (24)

부부만의 생활이 즐겁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21.4 (22)

계획한 자녀만큼 다 낳아서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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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45.7%)이 혼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38.3%)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

으나, ‘전혀 모른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26.1%)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45.2%)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들어 봤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28.3%)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16.5%)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모든 차이는 유의하다고 도출되었다.

〈표 5-19〉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제도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 봤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계 (명)

전체 34.8 42.3 22.9 100.0 (253)

성별(=9.7**)

  남성 41.8 39.9 18.3 100.0 (153)

  여성 24.0 46.0 30.0 100.0 (100)

동거 이유(=19.2***)

  결혼 전 단계 21.6 52.0 26.4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47.7 32.8 19.5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1.2*)

  혼인신고 필요 26.1 45.7 28.3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45.2 38.3 16.5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혹은 동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상황에서는 고운맘카드 내용을 알고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한 예도 발

견할 수 있었다. 동거 사실을 가족에게 공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에는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우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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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는 신청을 못 했어요. (고운맘카드를 만들면) 부모님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 줄 알고... 친구가 안 날라온다고, 바로 발급되거나 

된다고. 근데 바로 그때 발급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때 바로 당일 날 발급이 안 돼서 친구네 집으로 돌려서 받았어

요.” (연구 참여자 2, 현재 미혼모)

그렇다면, 앞선 결과에서 국민행복카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22.9%의 응답자(58명)는 국민행복카드 제도가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임

신한 여성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불어본 결

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도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임신하면 

이용 가능한 제도 는지는 몰랐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표 5-20〉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인지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58)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이면 누구든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0.0 (29)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이면 누구든 
해당된다는 것은 모른다

50.0 (2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65명)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임신 후 출산까지 이어지

지 않고 유산한 응답자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아서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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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65)

있다 30.8 (20)

없다 52.3 (34)

잘 모르겠다 16.9 (1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20명)들이 느끼는 국민행

복카드의 도움 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하

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34명)들이 이용하지 않

은 이유는 95% 이상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고, 기타로는 법적으

로 아직 아빠가 없는 상태라서, 부부가 아니라서, 동거 관계는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 혹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등 임신을 했

음에도 동거가족이라는 이유와 관련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이용

을 안 한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는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특별히 필요 없

거나 출산을 마음먹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표 5-22〉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0)

전혀 도움이 안 됨 0.0 (0)

별로 도움이 안 됨 0.5 (1)

약간 도움이 됨 55.0 (11)

매우 도움이 됨 40.0 (8)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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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육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동거가족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 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다 혹은 혼인신고 없이는 자녀양육이 힘들다라는 응답자가 약 70%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해 한국 사회에서 동거가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 힘들 것이다(힘들다)’는 의견과 ‘너무 많은 어려움

이 있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결혼의 대안 등으로 생각하고 동거를 하는 응

답자들은 혼인신고 없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

각하는 비율이 결혼의 한 단계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들보다 높아 혼인신

고와 양육은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의 필요성별로 살펴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어 힘들 

것이다(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39.1%)이 혼인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38.3%)

보다 더 높은 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27.5%)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35.7%)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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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혼인신고 없이 자녀 양육 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없다)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만큼이어서 
무난히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법적 부부 
사이의 

자녀양육 
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없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 힘들 

것이다
(힘들다)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계 (명)

전체 5.9 12.6 11.5 38.7 31.2 100.0 (253)

성별(=4.9)

  남성 5.9 14.4 15.0 36.6 28.1 100.0 (153)

  여성 6.0 10.0 6.0 42.0 36.0 100.0 (100)

동거 이유(=7.7+)

  결혼 전 단계 4.0 14.4 13.6 43.2 24.8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7.8 10.9 9.4 34.4 37.5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6.7)

  혼인신고 필요 4.3 16.7 12.3 39.1 27.5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7.8  7.8 10.4 38.3 35.7 100.0 (115)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현재 동거가족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어렵다고 반응한 응답자

(9명)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추가 질문한 결과, 가족

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다, 법적 보호자로 서류 작성을 할 수가 없다,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정적인 시선을 느낀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

명해야 할지 몰라 어렵다,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 물어볼 때 또는 사회적 

활동이나 유치원, 학교 입학 시, 서류 발급 시 어려움을 느낀다는 등의 다

양한 응답이 있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 양육 관련 정책 중 만 5세 미만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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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정에서 돌보거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양육수

당/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모른다는 

비율이 많기는 해도 들어는 봤다는 비율도 많아서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

었던 만큼 국민행복카드(69.9%)보다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책을 들어 

본 적 있다는 응답 비율(78.2%)이 높게 나타났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들어 봤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남성이, ‘전혀 모른다’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았다.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비율은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64.0%)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

는 이들(50.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혀 모른다’는 비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11.2%)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

는 이들(32.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들어 봤으며 내용

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24.8%)이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18.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거의 이유가 결혼의 대안 및 결혼과 관계없는 응답자들에게서 전

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낮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의 필요성별로 살펴보면,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56.5%)이 혼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57.4%)보다 더 낮고, ‘전혀 모른

다’는 비율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15.2)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29.6%)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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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들어 봤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이들(28.3%)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

(13.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 5-24〉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제도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 봤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계 (명)

전체 21.7 56.9 21.3 100.0 (253)

성별(=1.1)

  남성 20.9 55.6 23.5 100.0 (153)

  여성 23.0 59.0 18.0 100.0 (100)

동거 이유(=16.2***)

  결혼 전 단계 11.2 64.0 24.8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32.0 50.0 18.0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2.8**)

  혼인신고 필요 15.2 56.5 28.3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29.6 57.4 13.0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국민행복카드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54명)를 대상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이 부

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유아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국가의 출산, 양육 정

책 중에서 동거가족이 더 많이 인지하고 동거가족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를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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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인지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54)

부모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5.6 (30)

부모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모른다

44.4 (24)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정도

를 차지했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40% 이상을 차지해 자녀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의 9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해 지원의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서도 나타났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가족 위주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여

성들, 특히 자신의 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출산이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돌봄이 되면 당연히 출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겠죠. 저 

역시도 무조건 나는 내 애를 낳지 않을 거라기보다는 애를 낳음으

로써 발생하는 여성으로서의 부담과 양육에 대한 힘든 것을 고려했

기 때문에 출산을 더 멀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애를 낳

아도 나의 남자 친구나 가족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걸 사회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연구 

참여자 11, 동거 중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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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관련 국가 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53)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 1.6 (4)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5.9 (15)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50.2 (127)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42.3 (10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국가 지원에 대한 생각에서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과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에 대한 빈도가 낮아서 교차분석은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과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을 ‘지원할 필요 없음’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묶어서 ‘지원해야 함’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일 경

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생

각을 동거 이유별로 살펴보면,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95.2%)보다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89.8%)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결혼

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들(4.8%)보다 결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10.2%)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따라 보면,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90.6%)보다 혼인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이들(94.8%)이 높고, 필요 없다고 한 비율은 혼인신고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이들(9.4%)보다 혼인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5.2%)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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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동거의 이유가 결혼의 

대안 등인 응답자들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향후 본인들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확률은 낮

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27〉 개인적 특성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지원할 필요 없음 지원해야 함 계 (명)

전체 7.5 92.5 100.0 (253)

성별(=0.5)

  남성 8.5 91.5 100.0 (153)

  여성 6.0 94.0 100.0 (100)

동거 이유(=2.6)

  결혼 전 단계 4.8 95.2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10.2 89.8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6)

  혼인신고 필요 9.4 90.6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5.2 94.8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지원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보육·교육비 등 양육을 위

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42.7%), 그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자금 대출 등 결혼 지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서 보육 시설 및 보육 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임신 및 출산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

육 비용과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 특히 주거비용이 중요하게 나타나 결

국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하게 손꼽히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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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양육 시 가장 중요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성별에 의

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보

육·교육비 등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비율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지원은 남성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자금 대출 결혼 지원’인 데 반해, 여성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직장 문

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었다. 특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직

장 문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

고, 이 지원은 남성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국가 지원으로 나타나 성

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름을 엿볼 수 있다. 

〈표 5-28〉 자녀 출산 양육 시 가장 중요한 국가 지원

(단위: %, 명)

구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자금 대출 
결혼 지원

산전 
진찰비 및 
난임 부부 
지원 등 
임신 및 

출산 지원

보육·교육비
등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및 보육 

서비스 제공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직장 
문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계 (명)

전체 22.5 9.5 42.7 12.6 12.6 100.0 (253)

성별(=10.5*)

  남성 24.8 11.8 43.8 11.8 7.8 100.0 (153)

  여성 19.0 6.0 41.0 14.0 20.0 100.0 (100)

동거 이유(=11.3*)

  결혼 전 단계 22.4 9.6 44.8 16.8 6.4 100.0 (125)

  결혼의 대안 등 22.7 9.4 40.6  8.6 18.8 100.0 (128)

혼인신고 필요성(=15.0*)

  혼인신고 필요 19.6 13.8 45.7 13.8 7.2 100.0 (138)

  혼인신고 불필요 26.1 4.3 39.1 11.3 19.1 100.0 (115)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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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에서는 아직 결혼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

의 경우에도 취업을 생각하면서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는 기업을 선호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일을 유지하려는 계획이 강한 

여성들이 많은 만큼 여성의 경우는 출산을 생각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일

과 가정을 함께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 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확고한 상황에서 자녀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러한 여성의 

무자녀 계획은 동거를 선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다.

“그건(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일시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애를 못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여자의 지

위, 아무래도 내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육아 휴직을 쓰면 다시 돌아오면 되게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제 선배들도 여자는 복지 좋은 회사를 가는 게 최고인 것 같

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연구 참여자 10, 동거 중인 

여자 대학생)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일단 직장을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

가 있으면 직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어렸

을 때부터 느꼈지만, 연봉에 있어서도 남자, 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차이가 훨씬 심해지는 것 같

아요. 얘는 아줌마가 돼서, 어디 가겠어.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원하겠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남자가 되진 않을 거고... 그러면 남는 사람은 저인 거고... 그렇

게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제 시간은 없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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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없는데, 남자는 자기 삶을 찾아서 가고 하

면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활

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요.” (연구 참여자 13, 동거 중인 여성)

또한 결혼을 할 것이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둘만의 생활이 가능한 상황 또는 공간 마

련이 아니라 자녀 출산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주택이 우선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 둘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녀를 기를 만한 환경까지 마련

되어 있지 않아서인 경우가 더러 있었다. 

“원룸이나 투룸... 저는 집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서 지금은 남자 

친구랑 둘이 사니까 원룸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가 태어

나면 방이 두 개나 세 개가 되는... 전세든, 월세든... 대출을 안 받

고... (중략) 그리고 뭐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

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병원이라든가 뭔가를 했을 때 출산 준비

부터 했을 때 그렇게... 가계에 부담이 안 되게 낳을 수 있을 정도로 

돼야....” (연구 참여자 9, 동거 중인 여성)

동거의 이유에서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보육 시설 및 보육 서비스 제

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인데, 동거의 이유가 결혼의 한 단계인 응답자들

은 보육 시설이나 보육 서비스 제공의 확대에 비중을 둔 반면, 결혼의 대

안 등인 응답자들은 직장 문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했

다. 이는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한 응답자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그룹인 만큼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보

육 시설과 같은 지원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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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장은 부모의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자녀 출산 자체가 일단 어른의 여유와 

조건이 맞추어질 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결과로 생각

된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동거의 이유에 따른 결과와는 달리 항

목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 다. 그중에서도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차이를 보 는데,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응답

자들은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조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

에 현격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서는 혼

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

해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아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구체적인 

출산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3절 비혼 동거가족의 출산 의향 로짓분석

본 절에서는 비혼 동거자의 출산 의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만, 동거 

중에 출산을 하겠다는 의향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거 중, 혹은 혼인신고 후 관계없이) 향후의 출산 의향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한 변수 

간(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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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수 설명

본 분석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혼 동거자들

의 출산 의향이며, 동거 중의 출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동거 중, 혹은 혼인신고 후 관계없이) 향후의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출산 의향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었

다. 단, 과거 동거자들은 동거 중 앞으로의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 다. 또한, 출산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기보다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분석한다. 구분 결과, 아래와 같이 응답자 중 출산하려는 의향이 

있다고 한 비율이 59.3%로 없다고 응답한 40.7%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향후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9〉 비혼 동거자의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없음 있음 계(명)

전체 40.7 59.3 100.0(253)

남성 46.4 53.6 100.0(153)

여성 32.0 68.0 100.0(1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본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특성, 가치관, 가구 특

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는 동거 시작 연령, 본인과 

상대 동거인의 학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거 시작 연령은 남성 평균이 

30.25세, 여성 평균이 27.96세로 남성의 동거 시작 평균 연령이 좀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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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은 최소 19세부터 최대 45세까지, 여성은 

최소 17세부터 42세까지 분포하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하이면 0, 대학교 

재학 이상이면 1의 값을 가지며 남성의 학력이 약간 더 높은 것을 보인다.  

〈표 5-30〉 기술통계량

(N=253)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인구학적 특성

  동거 시작 연령 30.25 27.96 6.27 5.56
19(남) 
17(여)

45(남)
42(여)

  본인 학력(대재학 이상=1) 0.91 0.88 0.29 0.33 0 1

  상대 동거인 학력(대재학 이상=1) 0.83 0.85 0.38 0.36 0 1

가치관

  동거 이유(결혼의 대안 등=1) 0.50 0.52 0.50 0.50 0 1

  혼인신고 필요성(있음=1) 0.54 0.56 0.50 0.50 0 1

  한국의 혼인제도 1.89 1.77 0.72 0.72 1 3

  한국의 가족문화 1.88 2.20 0.69 0.80 1 3

가구 특성

  본인 취업 여부(취업=1) 0.81 0.80 0.39 0.40 0 1

  상대 동거인 취업 여부(취업=1) 0.79 0.85 0.41 0.36 0 1

  집 소유 형태(자가=1) 0.25 0.30 0.43 0.46 0 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가치관은 동거가족을 유지하며 출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출산 의향이 

아니라 동거가족을 유지하든, 혼인제도 안으로 들어오든 관계없이 향후 

출산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의향이기 때문에 동거를 하면서 느끼

는 차별과 관련된 가치관보다는 동거 이유와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포함

해 한국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 다. 

동거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의 단계적인 과정에 있어서인 

경우와 결혼의 대안 및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로 나누어, 결혼의 대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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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구축하 다. 이러한 결혼의 대안으

로 동거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남성, 여성 각각 50% 정도 다. 

혼인신고 필요성은 ‘동거하며,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있다’고 한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축하 다. 

단, 과거에 동거 경험이 있고, 현재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포함하여,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남성과 여성 각각 54%와 55%로 비슷한 분포를 보 다. 

법적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 인정하는 한국의 혼인제도에 대해 ‘합

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합리적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선택지가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성 1.89점, 여성 1.77점으로 남성

이 약간 더 혼인제도에 대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크다. 

한국의 가족문화는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명절이나 제사에 참석하고, 

상대 부모 챙기기 및 부양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

한다’,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선택지가 있으며, 앞서 혼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태

도를 의미한다. 점수를 살펴보면 3점 척도에서 남성은 1.88점, 여성은 

2.20점으로 나타나 가족문화에 있어서는 여성이 비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가구 특성으로는 본인과 동거인의 취업 여부와 집의 소유 형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취업을 했을 경우에 1의 값을 갖도록 하고, 집의 소유 형태

는 자가일 경우에 1의 값을 갖도록 변수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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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증 분석

본 소절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남녀 각각의 모델만을 제시하지만, 사전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모델에 인구학적 특성에 성별을 추가해서 전체 모델을 확인한 결과, 출산

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것이지만 행동으로 이행되기 전인 의향은 성

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이 출산 연구는 성별을 구분해, 특히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전체 모델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한 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로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하

다.

〈표 5-31〉 비혼 동거자의 출산 의향 회귀분석 결과: 남녀 구분

변수
남성(N=153) 여성(N=100)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인구학적 특성

  동거 시작 연령  0.046 (0.034)  0.077 (0.054)

  본인 학력(고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1.049 (0.754)  0.982 (0.934)

  상대 동거인 학력(고졸 이하)

    대학 재학 이상 -0.819 (0.590) -2.171* (1.028)

가치관

  동거 이유(결혼의 단계)

    결혼의 대안 등 -1.001* (0.401) -1.210* (0.546)

  혼인신고 필요성(없음)

    있음  1.124** (0.398)  1.188* (0.596)

  한국의 가족문화 -0.303 (1.411) -0.875 (1.907)

  한국의 혼인제도 -0.807** (0.298) -0.288 (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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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 < .01, *p < .05

먼저, 남성 모델을 살펴보면 가치관 변수에서만 출산 의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의 이유가 결혼의 단계인 경우보다는 

결혼의 대안 등인 경우에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것을 보 다. 이는 결혼

의 단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 절의 결과에서도 결혼

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무자녀와의 고리가 강한 경향을 볼 

수 있었듯이 동거의 이유가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비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그룹이 출산 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혼인

신고가 자녀 출산에 선행되는 사회적 구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동거를 

하면서 향후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고려를 하는 것은 많은 경

우 자녀 출산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한국의 

혼인제도가 비합리적이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모델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특성 중 상대 동거인의 학력과 가치

변수
남성(N=153) 여성(N=100)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가구 특성

  본인 취업 여부(비취업)

    취업 -0.141 (0.661) -0.574 (0.732)

  상대 동거인 취업 여부(비취업)

    취업  0.541 (0.582) -0.696 (0.872)

  집 소유 형태(자가 아님)

    자가 -0.205 (0.440) -0.546 (0.537)

-2 log likelihood 171.040 101.134

χ2(df) 40.272***(10) 24.240**(10)

Nagelkerke R2 0.30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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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동거 이유 및 혼인신고 필요성이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상대 동거인 즉 남성 동거인의 학력이 고

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에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모델에서는 상대 동거인의 학력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모델에서 상대 동거인의 학력이 출산 의향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하는 남성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졸 이상인 경우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가치관에서는 남성의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동거의 이유가 결

혼의 단계인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대 그

룹과 비교해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모델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쳤던 한국의 혼인제도는 여성의 모

델에서는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의 모델을 비교해 보면, 동거를 경험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에게 출산에 대한 생각은 가치관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

다. 동거를 하는 이유가 결혼의 단계인 경우는 출산 의향이 높고, 우리 사

회에서 자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혼인신고 또한 출산 의향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동거하는 남녀가 계획한 대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지, 혹은 가치관의 흔들림 없이 동거를 계속 유지할지는 불명확하지만 

고학력 또는 진보적일수록 출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거가족의 출산 의향에 관한 결과는 

본 연구의 온라인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결과로, 한국의 모

든 동거가족에 대한 출산 의향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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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차 자료에서 나타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비혼‧동거와 관련 국민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파악하기 위하

여 결혼 및 동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지가 포함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 사회

조사 등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1. 여성가족패널

우선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관련 가

치관에 대한 만 19~64세 여성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4년의 경

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3.4%, 6.6% 고,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

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9.9%, 40.1%여서, 부정적 응답이 40.0%, 

긍정적 응답이 60.0% 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별로 그렇

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포함한 부정적 응답률은 2007년 48.9%

에서 2010년 37.7%, 2014년 40.0%로 등락을 보 고,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합한 응답률은 2007년 51.1%에서 2010년에 62.3%로 

증가하 다가 2014년 60%로 다소 감소하 다. 모든 조사 시점에서 ‘반

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에 비

해 점차 우세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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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에 대한 여성(만 19~64세)의 태도

   주: 1) 2007년부터 2014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각 연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결혼할 사이라면 동거 가능하다’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화하

다.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라고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7년 각각 6.2%, 26.7%에서 2014년 8.7%, 54.0%로 증가하

고, 특히 ‘조금 그렇다’의 비율은 약 2배가량 증가하 다. 2010년대 들

어 동거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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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결혼할 사이라면 동거 가능하다’에 대한 여성(만 19~64세)의 태도

   주: 1) 2007년부터 2014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각 연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을 통해 동일 여성 응답자의 연속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데이터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동거 및 동거 중 임신에 대한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데이터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의 기혼 여성은 15~49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 지만,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과 비

슷한 연령대를 보기 위해 만 20세에서 44세까지의 기혼 여성에 대한 데

이터를 추출하여 동거 관련 태도를 제시한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식 변화를 보면, 2015년에는 ‘전혀 찬성하지 않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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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찬성하지 않음’ 38.3%, ‘대체로 찬성’ 39.4%, ‘전적으로 찬성’ 8.8%

로 나타나, 반대하는 입장 51.8%, 찬성하는 입장 48.2%로 반대하는 입장

이 다소 우세했다. 연도별로는 동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2005년 

63.7%, 2009년 50.9%, 2012년 54.9%, 2015년 51.8%로 등락을 보

으나 2005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찬성하는 입장은 2005

년 36.3%에서 2009년 49.2%로 크게 증가하 다가 2015년 47.2%로 다

소 감소하 으나 2005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기혼 여성의 태도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김승권 등

(2012).  p.83. <표 3-15> 재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
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식 변화를 보면, 2015년 기준 ‘전혀 찬성하지 않음’ 9.0%, 

‘별로 찬성하지 않음’ 32.1%, ‘대체로 찬성’ 49.9%, ‘전적으로 찬성’ 

9.0%로 나타나, 반대하는 입장 41.1%, 찬성하는 입장 58.9%로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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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 더 높은 비율을 보 다. 기혼 여성의 경우 반대 입장이 다소 우

세했던 것과 비교할 때, 미혼 남녀가 ‘혼전 동거’에 더욱 개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에는 여성의 견해뿐 아니라 남성

의 견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미혼 남녀의 태도가 기혼 

여성에 비해 더욱 개방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혼전 동거’에 반대하는 미혼 남녀의 비율은 2005년 48.3%에서 2015년 

41.1%로 다소 감소하여, 그만큼 찬성하는 입장은 2005년 51.7%, 2015

년 58.9%로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4〕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김승권 등

(2012).  p.283 <표 8-22> 재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
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2015년 기준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기혼 여성의 경우, ‘전혀 

찬성하지 않음’ 25.4%, ‘별로 찬성하지 않음’ 44.9%, ‘대체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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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전적으로 찬성’ 4.4%로 나타나, 반대하는 입장이 70.3%, 찬성

하는 입장이 29.7%로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우세하 다. 미혼 남녀의 경

우는 ‘전혀 찬성하지 않음’ 16.4%, ‘별로 찬성하지 않음’ 44.4%, ‘대체로 

찬성’ 34.5%, ‘전적으로 찬성’ 4.7%로 나타나, 반대하는 입장이 60.8%, 

찬성하는 입장이 39.2%로 반대하는 입장이 더 우세하 다. 이는 기혼 여

성의 응답과 비교할 때 기혼 여성의 동거 반대 성향이 미혼 남녀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의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태도와 비교할 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의 반대 입장은 각

각 51.8%, 41.1%인 데 비해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기

혼 여성 70.3%, 미혼 남녀 60.8%로 나타나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대한 

반대 입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5〕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기혼 여성 및 미혼 남녀의 태도(201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

식 변화를 보여 준다. 2015년 기준으로 이 견해에 대한 ‘별로 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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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43.9%, ‘전혀 찬성하지 않음’ 36.7%, ‘전적으로 찬성’은 2.3%, ‘대

체로 찬성’은 17.1%로 반대하는 입장(80.6%)이 찬성하는 입장(19.4%)

에 비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반대하

는 입장은 2005년 86.4%에서 2015년 80.6%로 감소한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같은 연도에 17.6%에서 1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혼전 임

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지만 2005년에 비해 그 경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기혼 여성의 태도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김승권 등

(20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p.82 <표 3-13>, p.280 <표 8-19> 재구성; 한국보건사
회연구원(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미혼 남녀의 연도

별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혀 찬성하지 않음’ 8.6%, ‘별

로 찬성하지 않음’ 46.1%, ‘대체로 찬성’ 35.1%, ‘전적으로 찬성’ 10.2%

로 나타나 찬성하는 견해가 45.3%, 반대하는 견해는 54.7%로 반대가 약

간 더 우세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혼전 임신에 반대하는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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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9.2%에서 2015년 54.7%로 매우 감소하 고, 같은 기간 동안 

찬성하는 입장은 20.8%에서 45.3%로 크게 증가하 다.

〔그림 6-7〕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김승권 등

(20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p.82 <표 3-13>, p.280 <표 8-19> 재구성; 한국보건사
회연구원(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사회조사

앞선 조사들에서는 미혼 남녀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기

혼 여성, 혹은 여성만이 응답한 조사들이었다.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통해 한국 사회 결혼 필요성 및 결혼 문화에 대한 2008년부터 2016년까

지의 일반 남녀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2016년 기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0.6%,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2.5%로 2008년

에 비해 각각 0.1% 포인트씩 증가하 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는 중립적 견해는 2008년 27.7%에서 2014년 42.9%로 15.2% 포인트 

증가하 다. 한편,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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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견해는 2008년 68.0%에서 2016년 

51.8%로 16.2% 포인트 감소하 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결혼의 필요성은 

감소하는 추세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6-1〉 ‘결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8~2016)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2016 0.6 2.5 42.9 39.3 12.5 2.2 100.0
2014 0.4 1.6 38.9 41.9 14.9 2.2 100.0
2012 0.3 1.5 33.6 42.4 20.3 1.9 100.0
2010 0.5 2.8 30.7 43.0 21.7 1.3 100.0
2008 0.5 2.4 27.7 44.4 23.6 1.4 100.0

   주: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1. 30. 인출.

〔그림 6-8〕 ‘결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견해(2008~2016)

   주: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1. 30. 인출.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면, 

2016년 기준 ‘전적으로 반대’와 ‘약간 반대’는 각각 22.6%, 29.4%인 반

면 ‘약간 동의’와 ‘전적으로 동의’는 각각 38.5%, 9.5%로 동거에 대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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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의견(52.0%)이 ‘동의’하는 의견(48.0%)에 비해 4.0% 포인트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것에 대

해 동의하는 남성은 50.7%, 여성은 45.2%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났고, 다른 연도(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에서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동거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와 ‘약간 반대’는 2008년 각각 28.4%, 29.3%에서 2016

년 22.6%, 29.4%로 ‘반대’하는 의견은 5.7% 포인트 감소한 반면, ‘약간 

동의’와 ‘전적으로 동의’는 같은 기간 각각 36.9%, 5.4%에서 38.5%, 

9.5%로 ‘동의’하는 의견은 5.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해 가는 경향

을 볼 수 있다. 

〈표 6-2〉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전체 22.6 29.4 38.5 9.5 100.0

2016 남성 20.4 28.9 39.9 10.8 100.0

여성 24.8 29.9 37.1 8.1 100.0

전체 24.0 29.5 38.3 8.3 100.0

2014 남성 21.8 28.2 40.5 9.6 100.0

여성 26.1 30.7 36.2 7.0 100.0

전체 24.0 30.1 38.2 7.7 100.0

2012 남성 22.1 28.8 40.3 8.8 100.0

여성 25.8 31.4 36.2 6.6 100.0

전체 27.3 32.2 35.0 5.5 100.0

2010 남성 25.0 30.5 38.2 6.4 100.0

여성 29.5 33.9 31.9 4.7 100.0

전체 28.4 29.3 36.9 5.4 100.0

2008 남성 26.0 28.1 39.4 6.5 100.0

여성 30.6 30.5 34.5 4.3 100.0

   주: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1.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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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주: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1. 30. 인출.

다음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연도별, 성별 태

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6년 기준 ‘전적으로 반대’는 41.3%, ‘약간 반

대’는 34.5%로 나타난 반면 ‘약간 동의’는 19.7%, ‘전적으로 동의’는 

4.5%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남성은 73.3%, 여성은 78.1%로 여성 응답

자의 비율이 4.8% 포인트 높았고, ‘동의’하는 남성은 26.7%, 여성은 

21.8%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4.9% 포인트 높았다. 연도별 변화를 살

펴보면 ‘전적으로 반대’는 2008년 45.6%에서 2016년 41.3%로, ‘약간 

반대’는 33.0%에서 34.5%로 각각 12.6% 포인트, 6.8% 포인트 감소하

다. 한편,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7%로 ‘전적

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4%에서 4.5%로 각각 0.6% 포인트, 2.1% 포

인트 증가하 다.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동

의하는 응답은 2008년 21.5%에서 2016년 24.2%로 2.7% 포인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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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반대하는 응답은 78.6%에서 75.8%로 2.8% 포인트 감소하여 결

혼하지 않은 채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자

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전적으로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전체 41.3 34.5 19.7 4.5 100.0

2016 남성 38.4 34.9 21.6 5.1 100.0

여성 44.1 34.0 17.9 3.9 100.0

 전체 43.8 33.7 18.7 3.7 100.0

2014 남성 41.1 33.6 20.8 4.5 100.0

여성 46.4 33.7 16.8 3.0 100.0

전체 43.4 34.2 19.0 3.4 100.0

2012 남성 40.7 34.6 20.8 4.0 100.0

여성 46.0 33.9 17.3 2.9 100.0

전체 43.3 36.1 17.9 2.7 100.0

2010 남성 40.9 36.2 19.9 3.0 100.0

여성 45.6 36.0 16.0 2.4 100.0

전체 45.6 33.0 19.1 2.4 100.0

2008 남성 42.9 33.7 20.6 2.7 100.0

여성 48.1 32.3 17.6 2.1 100.0

   주: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1.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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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

 

   주: 2008년과 2010년 조사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1. 30. 인출.

제2절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

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가족 및 가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국민인

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64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비혼‧동거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 다.

  1. 조사 방법 및 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은 총 1,013명으로 2016년 7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 17개 

시‧도별 20명을 우선 할당한 후,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법을 적

용하여 추출하 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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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 조사원이 전화 조사를 실

시하 고, 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다.

조사 내용은 거주지 정보,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자의 일반 특성과 

우리나라 혼인제도와 문화, 동거에 대한 가치관, 동거가족의 사회적 수용

도 등이다.

우리나라 혼인제도와 문화 관련 분야에서는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

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 다.

동거에 대한 가치관 분야에서는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함께 살

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생각,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

다’에 대한 생각,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생각,  

동거에 대한 의향, 혼인신고 없이 자녀 양육 가능 여부, 동거하는 사람들

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 자녀의 동거 시 찬반 의견 등에 대하

여 질문하 다.

동거가족의 사회적 수용도 분야에서는 동거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 동거가족에 대한 수용 방향, 동거 부부와 법적 부부의 지원‧혜택 

비교, 동거 부부 자녀와 법적 부부 자녀의 지원‧혜택 비교, 외국 동거가족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질문하 다

〈표 6-4〉 비혼 동거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국민인식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 시‧도
▫ 도시 규모
▫ 성
▫ 연령

▫ 자녀 수
▫ 가족 형태 
▫ 혼인 상태

▫ 학력
▫ 고용 형태
▫ 직업
▫ 가구 소득

우리나라 
혼인제도와 

문화

▫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
▫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
▫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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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2016년 7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행정자치부) 분포를 반 하여 가중치 처리 후 분석하 다. 가중치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7(제주))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성), 2(여성))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j = 1(18~29세), 2(30대), …, 5(60~64세))

 N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n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표본(조사된) 응답자 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W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의 가중치

 층별 최종 표준화 가중치 W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ijk =
Nijk

×
n

nijk N

구분 주요 조사 내용

동거에 대한 
가치관

▫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생각
▫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생각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생각
▫ 동거에 대한 의향
▫ 혼인신고 없이 자녀 양육 가능 여부
▫ 동거하는 사람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
▫ 자녀의 동거 시 찬반 의견

동거가족의 
사회적 
수용도

▫ 동거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
▫ 동거가족에 대한 수용 방향
▫ 동거 부부와 법적 부부의 지원‧혜택 비교
▫ 동거 부부 자녀와 법적 부부 자녀의 지원‧혜택 비교
▫ 동거가족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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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 응답한 일반 국민(만 18~64세)은 총 1,013명으로 남성이 

51.0%, 여성이 49.0% 고, 연령은 18~29세 23.5%, 30~39세 20.1%, 

40~49세 24.6%, 50~59세 23.8%, 60~64세 8.1%로 분포되었다. 

거주지는 대도시(광역시 이상 지역을 의미함)에 45.8%, 중소도시(일반

시와 통합시 동부를 의미함)에47.0%, 읍면부에 7.1%로 분포되었다. 교

육 수준은 중졸 이하 6.9%, 고졸 30.1%, 대졸 55.7%, 대학원졸 7.3%

다. 가구 형태는 1인 단독 가구 9.5%, 부부 가구 16.6%, 부모-자녀 가구 

67.9%, 3세대 가구 3.1%로 분포되었다.

취업 여부는 취업 64.8%, 미취업 35.2% 고, 가구 소득은 200만 원 

미만 10.6%, 200만~300만 원 미만 11.4%, 300만~400만 원 미만 

16.9%, 400만~500만 원 미만 13.6%, 500만~600만 원 미만 16.5%, 

600만~700만 원 미만 7.8%, 700만 원 이상 23.2%로 분포되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 32.1%, 유배우 64.8%, 이혼ㆍ별거 2.3%, 사별 

0.8% 다. 자녀수는 없음 33.5%, 1명 13.0%, 2명 42.4%, 3명 이상 

11.1%로 분포되었다. 

〈표 6-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013)

성별

  남성 51.0 (517)

  여성 49.0 (496)

연령

  18~29세 23.5 (238)

  30~39세 20.1 (204)

  40~49세 24.5 (249)

  50~59세 23.7 (241)

  60~64세 8.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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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구분 비율 (명)

거주지

  대도시 45.8 (464)

  중소도시 47.0 (477)

  읍면부 7.1 (7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9 (70)

  고졸 30.1 (304)

  대졸 55.7 (562)

  대학원졸 7.3 (74)

가구 형태

1인 단독 가구 9.5 (100)

부부 가구 16.6 (168)

부모-자녀 가구 67.9 (688)

3세대 가구 3.1 (31)

기타 가구 2.5 (25)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0.6 (92)

  200만~300만 원 미만 11.4 (99)

  300만~400만 원 미만 16.9 (147)

  400만~500만 원 미만 13.6 (118)

  500만~600만 원 미만 16.5 (144)

  600만~700만 원 미만 7.8 (68)

  700만 원 이상 23.2 (202)

취업 여부

  취업 64.8 (653)

  미취업 35.2 (355)

혼인 상태

  미혼 32.1 (325)

  유배우 64.8 (657)

  이혼·별거 2.3 (31)

  사별 0.8 (8)

자녀 수

  0명 36.3 (368)

  1명 12.4 (126)

  2명 40.7 (412)

  3명 이상 10.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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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 수준, 취업 여부, 혼인 상태별로 

국민인식 조사 내용을 분석한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이나 혼인 여부별로 나누어 추가 세부 분석을 실시한다. 

  2. 한국의 혼인제도와 문화에 관한 견해

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견해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취업 

여부, 혼인 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36.0%)과 여성(41.0%) 모두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

부’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43.1%)는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30~39세(35.5%)는 ‘결혼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

면 부부’라는 의견이 높았으며, 40세 이후는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

다. 결혼 시기에 가장 가까운 30대 그룹은 그룹 내에서도 ‘결혼 의도를 가

지고 함께 살면 부부’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연령 그

룹과 비교해도 이 견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혼을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령대에서 제도보다

는 실질적인 결혼 의도를 갖는 것과 공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한

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견해에서는 취업과 미취업 모두 ‘결혼식과 혼

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혼인 여부에 

따라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견해에서는 미혼(38.8%)의 경우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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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기

혼(43.7%)의 경우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

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이후’가 부부가 되는 시점이라는 인식이 높

은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라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여전히 높은 연령대에서는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부

부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식의 의미가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거쳐야 부

부로 인정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결

혼 의도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위하는 동거 형태의 커플도 부부로 생각

한다는 견해 또한 결혼에 가장 가까운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 세대 간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상호 이질적인 견해는 갈등의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6-6〉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이다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이다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이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
를 하면 
부부이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이다

계 (명)

전체 6.8 25.6 5.6 23.6 38.5 100.0 (1,013)

성별(=11.9*)

  남성 8.5 25.7 7.3 22.5 36.0 100.0 (511)

  여성 5.1 25.5 3.8 24.7 41.0 100.0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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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구분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이다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이다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이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
를 하면 
부부이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이다

계 (명)

연령(=121.7***)

  18~29세 4.1 19.6 3.8 43.1 29.5 100.0 (235)

  30~39세 3.9 35.5 9.0 25.0 26.6 100.0 (201)

  40~49세 10.5 29.9 5.9 16.4 37.4 100.0 (247)

  50~59세 7.7 21.6 4.6 14.9 51.2 100.0 (241)

  60~64세 8.2 17.2 4.1 10.9 59.6 100.0 (80)

거주지(=4.4)

  대도시 6.9 25.0 5.9 22.9 39.3 100.0 (459)

  중소도시 7.4 26.1 5.0 24.6 37.0 100.0 (472)

  읍면부 2.5 26.4 7.2 20.8 43.0 100.0 (72)

교육수준(=19.3)

  중졸 이하 8.7 17.0 2.0 17.2 55.1 100.0 (68)

  고졸 6.1 23.6 4.6 26.3 39.5 100.0 (301)

  대졸 7.5 28.0 6.0 23.2 35.4 100.0 (556)

  대학원졸 3.6 25.1 9.8 20.3 41.3 100.0 (74)

취업 여부(=13.8**)

  취업 7.8 26.9 6.6 20.6 38.1 100.0 (647)

  미취업 4.9 23.5 3.8 28.9 38.9 100.0 (353)

혼인 상태(=63.8***)

  미혼 5.39 23.6 4.9 38.8 27.3 100.0 (32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7.49 26.5 5.9 16.4 43.7 100.0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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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태를 구분하여 각각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

다. 미혼과 기혼을 비교해 볼 때, 미혼의 경우 남성(38.2%)과 여성

(39.5%) 모두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혼의 경우 남성(42.2%)과 여성(45.1%) 모두 ‘결

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친 이후’에 비로소 부부가 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부부로 인정

받는다는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만, 이미 결혼을 통해 법적인 제도권에 진

입한 기혼이 미혼보다 결혼의 형식과 법적인 제도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

고 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서 미혼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취업한 미혼과 기혼 모두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미취업에서는 미혼(34.3%)은 ‘결혼식을 하지 않아

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라고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기혼(41.7%)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미혼과 기혼 간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7〉 혼인 여부에 따른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이다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이다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이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
를 하면 
부부이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이다

계 (명)

미혼 전체 5.4 23.6 4.9 38.8 27.3 100.0 (320)

성별(=3.2)

  남성 5.4 25.4 6.3 38.2 24.7 100.0 (180)

  여성 5.3 21.3 3.2 39.5 30.7 10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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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구분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이다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이다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이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
를 하면 
부부이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이다

계 (명)

거주지(=1.6)

  대도시 4.7 24.1 3.7 39.7 27.8 100.0 (166)

  중소도시 이하 6.1 23.0 6.3 37.7 26.8 100.0 (154)

교육 수준(=4.3)

  고졸 이하 3.0 30.2 3.8 40.8 22.3 100.0 (77)

  대졸 이상 6.2 21.6 5.3 37.9 29.0 100.0 (242)

취업 여부(=10.1*)

  취업 7.7 28.6 5.0 32.2 26.4 100.0 (160)

  미취업 3.1 18.7 4.9 45.0 28.4 100.0 (159)

기혼 전체 7.5 26.5 5.9 16.4 43.7 100.0 (683)

성별(=13.0*)

  남성 10.2 25.9 7.8 14.0 42.2 100.0 (331)

  여성 5.0 27.1 4.0 18.7 45.1 100.0 (352)

거주지(=5.5)

  대도시 8.2 25.4 7.2 13.4 45.9 100.0 (293)

  중소도시 이하 7.0 27.3 4.9 18.7 42.1 100.0 (391)

교육수준(=17.0**)

  고졸 이하 7.5 20.3 4.2 20.3 47.6 100.0 (293)

  대졸 이상 7.5 31.4 7.2 13.4 40.5 100.0 (388)

취업 여부(=5.9)

  취업 7.8 26.3 7.1 16.8 41.9 100.0 (486)

  미취업 6.4 27.5 2.8 15.7 47.5 100.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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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문화에 대한 견해

결혼 후 명절이나 제사 또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가족문화에 대

한 견해에서 남성 46.2%가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응답하 고, 그 

다음으로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함’이 36.4%로 응답한 반면, 여성은 ‘불

편하지만 유지해야 함’ 43.0%, ‘불편하므로 개선 필요 있음’ 31.1%로 가

족문화에서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

적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결혼제도와 가족문화

에 대해 여성들이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에서는, 18세부터 29세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불편하다고 생각하

고 변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30세부터 49세까지는 대체로 ‘불

편하지만 유지해야 함’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50세 이상에서

는 기존의 가족문화가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응답하여 연령에 따

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연령이 낮을수록 기존의 가

족문화에 대해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

족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가족문화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39.6%)과 미취업(39.9%) 모두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함’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 다. 미국의 경우 취업이 미취업보다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백주희(2009)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서구 사회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있어 양극화가 작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 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미혼(36.6%)의 경우 ‘불편하므로 개선 

필요’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 고, 기혼(39.1%)의 경우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여 혼인 상태에 따라 가족문화에 대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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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의 경우 아직 결혼이라는 제

도권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해 기존 제도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6-8〉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함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전체 36.3 39.6 24.1 100.0 (1,013)

성별(=50.7***)

  남성 46.2 36.4 17.5 100.0 (516)

  여성 25.9 43.0 31.1 100.0 (494)

연령(=44.9***)

  18~29세 28.2 35.9 36.0 100.0 (236)

  30~39세 30.9 45.2 23.9 100.0 (204)

  40~49세 34.1 41.5 24.4 100.0 (248)

  50~59세 47.5 36.1 16.4 100.0 (241)

  60~64세 46.6 41.2 12.3 100.0 (82)

거주지(=12.7*)

  대도시 33.7 45.2 21.2 100.0 (463)

  중소도시 38.0 35.9 26.1 100.0 (476)

  읍면부 41.4 28.7 29.9 100.0 (72)

교육수준(=16.0*)

  중졸 이하 50.6 31.3 18.1 100.0 (70)

  고졸 37.6 39.3 23.1 100.0 (303)

  대졸 32.0 41.6 26.5 100.0 (560)

  대학원졸 47.6 36.2 16.2 100.0 (74)

취업 여부(=7.4*)

  취업 38.6 39.6 21.8 100.0 (652)

  미취업 31.6 39.9 28.5 100.0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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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결

과를 바탕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따로 나누어 추가 분석

을 해 보았다. 남성과 여성이 지각하는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18~39세, 40.4%) ‘불편하지만 유지될 필

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당연한 문화’라는 인식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전통적 의식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우리 사회 가족문

화에 대한 가치관에서 세대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세대차는 향후 가족 변화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 문제 유

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김태현, 임선 , 2004). 한

편, 여성은 모든 연령에서 기존의 가족문화가 ‘불편하지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남성은 미혼(39.6%)과 기혼(49.7%) 모두 가족문화에 대해 ‘당연히 있

어야 할 문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미혼(49.5%)이 ‘불

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기혼(47.2%)은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 및 혼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전통적 가

치관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성에서도 미혼자보다 기혼자

들이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함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혼인 상태(=39.9***)

  미혼 30.2 33.3 36.6 100.0 (322)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39.1 42.6 18.3 100.0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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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함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남성 전체 46.2 36.4 17.5 100.0 (517)

연령(=12.5**)

  18~39세 37.8 40.4 21.8 100.0 (229)

  40~64세 52.8 33.2 14.0 100.0 (287)

거주지(=1.6) 　 　 　 　

  대도시 45.3 39.0 15.8 100.0 (233)

  중소도시 이하 46.9 34.3 18.9 100.0 (283)

교육 수준(=0.0) 　 　 　 　

  고졸 이하 45.8 36.7 17.6 100.0 (173)

  대졸 이상 45.9 36.6 17.6 100.0 (340)

취업 여부(=8.4*) 　 　 　 　

  취업 48.5 36.3 15.2 100.0 (402)

  미취업 37.0 36.9 26.1 100.0 (112)

혼인 상태(=16.2**) 　 　 　 　

  미혼 39.6 33.9 26.5 100.0 (182)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49.7 37.8 12.6 100.0 (335)

여성 전체 25.9 43.0 31.1 100.0 (496)

연령(=14.0**)

  18~39세 20.3 40.0 39.7 100.0 (211)

  40~64세 30.1 45.2 24.7 100.0 (283)

거주지(=12.6**)

  대도시 21.9 51.5 26.7 100.0 (230)

  중소도시 이하 29.4 35.7 34.9 100.0 (265)

교육수준(=14.8**)

  고졸 이하 35.1 38.8 26.1 100.0 (200)

  대졸 이상 19.8 46.0 34.2 100.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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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다. 혼인제도에 대한 견해

법적인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해 

여성(46.2%)보다는 남성(54.1%)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

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결혼에 가장 가까운 연령대인 30~39세 그룹이 다

른 연령대에 비해 ‘우리나라 혼인제도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이 가장 낮았고, ‘비합리적이지만 유지할 필요는 있다’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대학원까지 학업을 수행한 계층에서 ‘비합리적이

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변화를 원하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분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함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가구소득(=16.6**)

  250만 원 미만 39.8 27.3 32.8 100.0 (77)

  250만~400만 원 미만 27.1 51.3 21.6 100.0 (97)

  400만 원 이상 21.8 46.2 32.0 100.0 (253)

취업 여부(=2.6)

  취업 22.7 45.0 32.4 100.0 (250)

  미취업 29.1 41.3 29.6 100.0 (242)

혼인 상태(=31.3***)

  미혼 18.1 32.5 49.5 100.0 (141)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29.1 47.2 23.8 100.0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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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함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비합리적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계 (명)

전체 50.2 33.6 16.2 100.0 (1,013)

성별(=6.2*)

  남성 54.1 30.8 15.1 100.0 (508)

  여성 46.2 36.4 17.3 100.0 (489)

연령(=25.9**) 　 　 　

  18~29세 52.6 33.8 13.7 100.0 (229)

  30~39세 39.3 39.0 21.7 100.0 (203)

  40~49세 45.7 36.3 18.1 100.0 (247)

  50~59세 56.8 29.0 14.2 100.0 (237)

  60~64세 65.8 24.3 9.9 100.0 (82)

거주지(=1.3) 　 　 　

  대도시 50.9 33.5 15.6 100.0 (455)

  중소도시 48.9 34.1 17.1 100.0 (471)

  읍면부 55.2 30.0 14.9 100.0 (71)

교육수준(=22.0**) 　 　 　

  중졸 이하 70.4 20.8 8.9 100.0 (68)

  고졸 55.9 30.7 13.4 100.0 (297)

  대졸 45.7 36.6 17.8 100.0 (554)

  대학원졸 43.9 33.6 22.4 100.0 (74)

취업 여부(=3.5) 　 　 　

  취업 48.1 34.7 17.2 100.0 (648)

  미취업 54.2 31.5 14.3 100.0 (344)

혼인 상태(=0.9) 　 　 　

  미혼 48.1 35.4 16.5 100.0 (314)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51.3 32.7 16.1 100.0 (683)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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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 관련 견해에 대한 태도

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라는 견해에 

대해 ‘매우 반대’ 20.1%, ‘약간 반대’ 15.5%, ‘약간 찬성’ 40.7%, ‘매우 

찬성’ 23.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5% 가까이 찬성 의견을 보

다. 제2절에서 살펴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

사’의 결과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찬성’ 34.9%와 ‘전적으로 

찬성’ 8.8%,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경우는 ‘대체로 찬성’ 49.9%와 ‘전적으

로 찬성’ 9.0%의 분포를 보 다. 이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이

루어진 조사의 경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여성가족패널’의 2014년 결과에서는 ‘결혼할 사이라면 동거 가능하

다’에 대해 만 19~64세 여성이 ‘조금 그렇다’ 54.0%, ‘매우 그렇다’ 

8.7%의 분포를 보여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매우 흡사한 태도를 볼 수 있

다. 각 조사마다 조사 대상이 다른 이유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혼 여성, 미혼 남녀의 결과보다는 연령분

포가 비슷한 조사, 즉 만 19~6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와 가

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태도에서 연령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본 연구 조사의 결과를 연령에 따라 살

펴본 결과, 18~39세 86.8%(매우 찬성, 38.4%), 30~39세 74.5%(매우 

찬성 31.9%), 40~49세 57.6%(매우 찬성 20.3%)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먼저 살아 보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

고, 50~59세 51.9%(매우 반대 32.5%), 60~64세 57.4%(매우 반대 

34.6%)가 결혼 전 먼저 살아 보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해 반대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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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이 전제된 비혼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

로 지각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비혼 동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동거에 대한 세대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젊

은 층의 약 52%가 비혼 동거에 찬성한다는 여성가족부(2010)의 가족실

태조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 비혼 동거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가 반 된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 여부에 따라 동거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취업 66.3%(매우 

찬성 25.0%))과 미취업 60.5%(매우 찬성 21.7%) 모두 결혼할 생각이 있

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하 다. 혼인 상태를 구

분하여 살펴본 결과 미혼 91.3%(매우 찬성 39.4%)와 기혼 53.4%(매우 

찬성 16.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 다. 

〈표 6-11〉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전체 20.1 15.5 40.7 23.7 100.0 (1,013)

성별(=5.9)

  남성 19.8 13.3 40.8 26.1 100.0 (515)

  여성 20.3 17.8 40.7 21.2 100.0 (491)

연령(=137.2***) 　 　 　 　

  18~29세 4.1 9.1 48.4 38.4 100.0 (237)

  30~39세 13.0 12.4 42.6 31.9 100.0 (203)

  40~49세 24.3 18.1 37.3 20.3 100.0 (245)

  50~59세 32.5 19.4 37.2 10.9 100.0 (238)

  60~64세 34.6 22.8 34.0 8.6 100.0 (82)

거주지(=11.3) 　 　 　 　

  대도시 19.0 14.5 41.4 25.0 100.0 (460)

  중소도시 20.1 15.1 40.2 24.5 100.0 (473)

  읍면부 26.0 24.3 39.2 10.5 10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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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견해가 뚜렷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혼보다는 미혼에서 적극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동거 인구의 증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나.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반

대’ 30.0%, ‘약간 반대’ 16.8%, ‘약간 찬성’ 38.8%, ‘매우 찬성’ 14.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53.2%)이 반대하는 비율(46.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

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

해 기혼 여성(20~44세)은 ‘대체로 찬성’ 25.3%와 ‘전적으로 찬성’ 4.4%,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경우는 ‘대체로 찬성’ 34.5%와 ‘전적으로 찬성’ 

4.7% 의 분포를 보 다. 남녀 모두가 조사 대상인 ‘사회조사’의 2014년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교육수준(=16.3) 　 　 　 　

  중졸 이하 32.3 12.5 42.2 13.0 100.0 (69)

  고졸 20.5 16.2 42.0 21.2 100.0 (302)

  대졸 17.8 16.2 39.3 26.8 100.0 (557)

  대학원졸 23.2 11.2 45.7 19.9 100.0 (74)

취업 여부(=8.4*) 　 　 　 　

  취업 20.5 13.2 41.3 25.0 100.0 (648)

  미취업 19.5 20.0 38.8 21.7 100.0 (353)

혼인 상태(=131.1***) 　 　 　

  미혼 4.6 7.8 48.3 39.4 100.0 (323)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27.4 19.2 37.1 16.3 100.0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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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문항이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

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38.3%가 ‘약간 동의’, 8.3%가 ‘전적

으로 동의’라는 태도를 보여 찬성의 태도가 46.6%로 반대의 의견보다 약

간 열세 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 제시된 결과인 결혼

을 전제로 한 동거보다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 좀 더 보수

적인 입장임을 엿볼 수 있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

태에 따라 태도에 차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62.0%

(매우 찬성 19.9%)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여성 56%(매우 반대 37.3%)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반대한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으

로 연결되지 못하는 비혼 동거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비난을 

보이는 사회적 이중 기준이 여성들로 하여금 비혼 동거에 거부적인 태도

를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 고, 40세 이상에서는 결

혼을 전제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여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미혼이 기혼보다 동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 다.

이는 연령이 낮고, 고학력일수록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이연

주(2008)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젊은 층과 고학

력자들을 중심으로 동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졸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또한 대학원까지 학업을 마치는 경우도 많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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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인식이 더욱 증

가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6-12〉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전체 30.0 16.8 38.8 14.4 100.0 (1,013)

성별(=44.2***)

  남성 22.9 15.1 42.1 19.9 100.0 (512)

  여성 37.3 18.7 35.3 8.7 100.0 (492)

연령(=107.5***) 　 　 　 　

  18~29세 13.7 16.7 49.8 19.8 100.0 (235)

  30~39세 16.4 19.6 41.4 22.6 100.0 (203)

  40~49세 36.3 14.5 36.9 12.4 100.0 (248)

  50~59세 43.5 17.4 31.6 7.5 100.0 (237)

  60~64세 51.9 15.6 27.5 5.1 100.0 (82)

거주지(=14.6*) 　 　 　 　

  대도시 28.1 16.0 41.2 14.7 100.0 (459)

  중소도시 29.8 16.4 38.4 15.4 100.0 (473)

  읍면부 42.7 24.9 25.6 6.8 100.0 (72)

교육수준(=21.6*) 　 　 　 　

  중졸 이하 47.2 14.9 31.7 6.2 100.0 (69)

  고졸 34.8 17.5 35.7 12.1 100.0 (299)

  대졸 25.8 16.9 40.9 16.4 100.0 (558)

  대학원졸 25.7 16.6 42.5 15.2 100.0 (74)

취업 여부(=7.8) 　 　 　 　

  취업 27.8 16.3 39.7 16.2 100.0 (649)

  미취업 34.4 17.4 36.9 11.3 100.0 (351)

혼인 상태(=87.6***) 　 　 　 　

  미혼 12.4 14.8 50.0 22.8 100.0 (32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38.2 17.8 33.5 10.5 100.0 (684)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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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에 대한 견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결과를 보면, 

‘매우 반대’가 51.8%, ‘약간 반대’가 17.5%로 전체 응답자의 69.3%가 반

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

건·복지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기혼 여성의 36.7%

가 ‘전혀 찬성하지 않음’, 43.9%가 ‘별로 찬성하지 않음’의 태도를 보여, 

80.6%가 반대의 입장을 보 다.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경우는 ‘전혀 찬성

하지 않음’이 8.6%, ‘별로 찬성하지 않음’이 46.1%로 역시 과반수가 반

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가 조사 대상인 ‘사회조사’

의 2014년 결과에서는 동일 문항에 대해 33.7%가 ‘약간 반대’, 43.8%가 

‘전적으로 반대’로 77.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직접 양

육하거나 자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그룹보다 진지할 수 있는 기혼 여성만

이 응답한 결과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대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성 64.9%가 반대(매우 반대 48.3%), 여성

의 74.1%가 반대(매우 반대 55.6%)로 모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그룹에서 반대의 비율이 66.6%

(매우 반대 49.9%), 미취업 그룹에서 반대의 비율이 74.8%(매우 반대 

55.9%)로 나타났고, 혼인 상태별로 보면 미혼 65%(매우 반대 45.3%), 

기혼 71.5%(매우 반대 55.0%)가 반대해 양쪽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

세하 다. 전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

는 것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2차 자료에서 살펴본 결과

에서와 같이 기혼의 경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좀 더 우세한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비혼 동거와 동거가족의 출산에 대해 개방적 태

도를 취하고 있는 서구에 비해, 우리 사회가 결혼과 출산의 연관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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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강력한 고리가 존재하는 등 전통적 가치관이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

로 이해된다(은기수, 2006). 

〈표 6-13〉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전체 51.8 17.5 23.7 6.9 100.0 (1,013)

성별(=10.4*)

  남성 48.3 16.6 26.7 8.4 100.0 (510)

  여성 55.6 18.5 20.6 5.4 100.0 (490)

연령(=20.3) 　 　 　 　

  18~29세 50.8 17.3 25.5 6.4 100.0 (237)

  30~39세 43.7 21.9 22.7 11.8 100.0 (203)

  40~49세 50.8 17.7 26.3 5.2 100.0 (244)

  50~59세 57.9 14.8 21.5 5.8 100.0 (237)

  60~64세 60.7 14.4 19.6 5.2 100.0 (80)

거주지(=2.0) 　 　 　 　

  대도시 50.8 18.6 23.3 7.3 100.0 (458)

  중소도시 52.0 17.0 24.1 6.9 100.0 (470)

  읍면부 57.4 14.3 23.6 4.8 100.0 (72)

교육 수준(=9.7) 　 　 　 　

  중졸 이하 49.4 14.9 31.1 4.7 100.0 (69)

  고졸 53.8 18.1 21.1 7.1 100.0 (299)

  대졸 52.3 16.5 24.6 6.6 100.0 (555)

  대학원졸 42.8 26.0 21.0 10.2 100.0 (72)

취업 여부(=11.1*) 　 　 　 　

  취업 49.9 16.7 24.9 8.6 100.0 (644)

  미취업 55.9 18.9 21.5 3.7 100.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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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족 관련 견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 다. 이

를 위해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찬성에 4점, 약간 찬성에 3점, 약

간 반대에 2점, 매우 반대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 점수를 산정

하 다. 가족 관련 견해에 대한 태도 점수 2.5점을 중심으로 그보다 큰 경

우에는 찬성하는 견해가 높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

에는 찬성하는 경향(2.68)이 우세하 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

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2.38)에는 다소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하 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점수는 1.86

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동거에 대한 인식수준

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동거에는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반 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결혼하지 않은 상황

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것

은 우리 사회가 여느 국가보다 결혼과 출산의 연관성에 대해 전통적 가치

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은기수, 2006).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혼인 상태(=9.6*) 　 　 　 　

  미혼 45.3 19.6 26.0 9.2 100.0 (324)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55.0 16.5 22.7 5.9 100.0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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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가족 관련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4. 동거 관련 가치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남이 아닌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그럴 수 없

다고 하여 앞선 결과에서 동거에 대해 찬성의 의견이 더 많았던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 5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

고, 여성은 65.1%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할 의향이 없다고 응

답하여 남성보다 여성들이 비혼 동거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차이를 보면, 18~39세까지는 본인이 동거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40세 이후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선 결과에서도 40세 이전과 이후로 동거에 대한 찬성 태도

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전체적으로는 타인이 동거할 수는 있

어도 나 자신은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지만, 연령에 따른 결과로 

미루어 보면 동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와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해져 향후 동거가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사회가 될 것을 짐작해 볼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명)
가중평균 

점수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

20.1 15.5 40.7 23.7 100.0(1,013) 2.68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다

30.0 16.8 38.8 14.4 100.0(1,013) 2.38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51.8 17.5 23.7  6.9 100.0(1,01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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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견해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 50.3%

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 59.9%가 동거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소득 수준

이 낮을수록 동거를 더 많이 한다는 Smock, Casper와  Wyse(2008)의 

주장과는 비교적 상반된 결과이지만, 동거가족의 맞벌이가 기혼 가족보

다 높다는 이연주(2008)의 주장은 취업을 한 경우가 미취업보다 동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미혼 57.3%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

면, 기혼은 58.4%가 동거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혼인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미 제도권에 진입한 기혼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

혼의 경우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동거로 인한 편리함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15〉 본인의 동거 가능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46.6 53.4 100.0 (1,013)

성별(=53.5***)

  남성 58.1 42.0 100.0 (505)

  여성 35.0 65.1 100.0 (494)

연령(=27.6***) 　 　

  18~29세 52.1 47.9 100.0 (235)

  30~39세 57.6 42.4 100.0 (201)

  40~49세 46.1 53.9 100.0 (245)

  50~59세 37.1 62.9 100.0 (237)

  60~64세 32.7 67.3 10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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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1) 기혼자의 경우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응답함.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동거를 한다면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를 의향’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취업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남성과 여성, 취업과 미취업 모두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그리고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거부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거주지(=5.2) 　 　

  대도시 49.4 50.6 100.0 (460)

  중소도시 45.6 54.4 100.0 (467)

  읍면부 35.6 64.4 100.0 (72)

교육 수준(=6.0) 　 　

  중졸 이하 35.6 64.4 100.0 (69)

  고졸 44.1 55.9 100.0 (297)

  대졸 49.5 50.5 100.0 (556)

  대학원졸 45.7 54.3 100.0 (72)

취업 여부(=9.5**) 　 　

  취업 50.3 49.7 100.0 (642)

  미취업 40.2 59.9 100.0 (352)

혼인 상태(=21.7***) 　 　

  미혼 57.3 42.7 100.0 (322)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41.6 58.4 100.0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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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동거를 한다면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를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19.5 80.5 100.0 (1,013)

성별(=39.5***)

  남성 27.2 72.8 100.0 (510)

  여성 11.5 88.5 100.0 (495)

연령(=0.2) 　 　

  18~29세 19.3 80.7 100.0 (234)

  30~39세 19.5 80.5 100.0 (203)

  40~49세 19.5 80.5 100.0 (246)

  50~59세 20.2 79.8 100.0 (241)

  60~64세 17.8 82.2 100.0 (81)

거주지(=1.2) 　 　

  대도시 19.8 80.2 100.0 (460)

  중소도시 18.5 81.5 100.0 (472)

  읍면부 23.8 76.2 100.0 (72)

교육 수준(=1.4) 　 　

  중졸 이하 20.5 79.6 100.0 (70)

  고졸 17.6 82.5 100.0 (301)

  대졸 19.8 80.3 100.0 (556)

  대학원졸 23.2 76.8 100.0 (74)

취업 여부(=11.1**) 　 　

  취업 22.7 77.3 100.0 (647)

  미취업 13.9 86.1 100.0 (353)

혼인 상태(=0.4) 　 　

  미혼 20.6 79.4 100.0 (32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8.9 81.1 100.0 (685)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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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를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육 수준 및 혼인 상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모두 ‘경

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남성의 경우 ‘결혼전 서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동거한다는 응답이 16.5%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이혼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가 18.0%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편의성에 의해 동거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은 우리 사회 동거의 행태가 경제적 편의성을 따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부 질문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남성보

다 여성의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사회 이중 평가가 여성

들로 하여금 결혼 전 대안으로 동거를 유도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18~29세는 ‘결혼 전 서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

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 미혼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이 약 32

세부터 34세라고 볼 때(보건사회연구원, 2015), 결혼 전 동거가 성공적

인 결혼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 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

면, 30~59세는 ‘상대방 가족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라고 응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 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연령에서 결

혼과 함께 부여되는 의무감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60~64세는 ‘이혼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경제적 

이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혼에서는 ‘결혼 전 서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한

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기혼의 경우는 ‘상대방 가족에 대한 의무로부

터 자유롭기 위해’ 동거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혼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24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표 6-17〉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상대방 

가족에 

대한 

의무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

혼인

신고가 

별 

의미가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집안의 

반대 등 

집안 

사정

이혼

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어서

결혼 전 

서로에 

대해 더 

알아

보기 

위해서

사랑

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기타 계 (명)

전체 15.9 3.3 26.4 4.8 14.8 14.4 7.5 13.0 100.0 (1,013)

성별(=12.2)

  남성 15.8 2.8 25.9 5.3 11.7 16.5 7.4 14.7 100.0 (464)

  여성 16.0 3.9 26.8 4.3 18.0 12.3 7.5 11.3 100.0 (447)

연령(=43.8*) 　 　 　 　 　 　 　 　

  18~29세 14.3 3.4 20.3 4.4 18.6 19.8 6.8 12.4 100.0 (217)

  30~39세 21.0 2.8 23.9 2.8 15.7 16.7 3.2 13.9 100.0 (186)

  40~49세 16.1 3.3 30.2 4.7 12.2 11.3 8.5 13.7 100.0 (226)

  50~59세 13.6 3.4 30.0 5.4 12.2 11.0 12.5 11.9 100.0 (211)

  60~64세 13.1 4.8 28.4 9.3 16.7 12.3 2.5 13.1 100.0 (72)

거주지(=13.7) 　 　 　 　 　 　 　 　

  대도시 14.0 3.2 26.5 5.1 12.1 17.3 8.5 13.3 100.0 (420)

  중소도시 17.7 3.4 27.1 4.4 16.8 11.4 6.7 12.5 100.0 (428)

  읍면부 15.8 3.5 20.5 5.0 19.2 15.8 5.8 14.5 100.0 (63)

교육수준(=46.8**) 　 　 　 　 　 　 　 　

  중졸 이하 15.2 4.2 22.8 12.0 18.9 10.6 11.6  4.7 100.0 (62)

  고졸 11.7 2.7 26.7 7.0 12.4 14.8 12.2 12.6 100.0 (271)

  대졸 17.4 3.2 26.5 3.1 16.5 14.8 4.8 13.8 100.0 (509)

  대학원졸 21.5 6.3 28.7 1.8 7.0 13.4 5.0 16.3 100.0 (67)

취업 여부(=5.9) 　 　 　 　 　 　 　 　

  취업 17.4 3.4 26.2 3.9 14.4 14.6 6.9 13.3 100.0 (593)

  미취업 13.3 3.3 26.9 6.4 15.5 14.4 8.4 11.9 100.0 (313)

혼인 상태(=17.6*) 　 　 　 　 　 　 　 　

  미혼 12.5 3.3 21.7 4.6 17.7 19.7 6.8 13.8 100.0 (288)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7.4 3.3 28.5 4.9 13.5 12.0 7.8 12.6 100.0 (623)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제6장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225

자녀가 동거를 선택할 경우 태도를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 및 자녀유

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54.8%, 여성은 66.1%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

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동거

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55.8%)의 경우 찬성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기혼(68.1%)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

나 미혼 보다 기혼에서 비혼 동거에 대해 부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서 나

타난 견해 차이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반 된 것으로 해

석된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향후 우리 사회 비혼 동거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시대의 변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사회 전체가 일괄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특

정 계층이나 집단에서 먼저 변화하면서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계층 간 

양극화 현상과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은기수, 2006). 때문에 여기서 나타

나고 있는 가치관 변화는 향후 비혼 동거와 관련하여 계층 간 갈등도 함

께 짐작하게 한다.

〈표 6-18〉 자녀가 동거를 선택할 경우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전체 44.2 16.3 30.1 9.5 100.0 (1,013)

성별(=20.3**)

  남성 39.0 15.8 32.3 12.9 100.0 (494)

  여성 49.3 16.8 27.9 5.9 100.0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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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1)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응답함.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연령(=61.5***) 　 　 　 　

  18~29세 29.2 17.9 39.9 13.1 100.0 (232)

  30~39세 34.9 16.0 34.6 14.5 100.0 (196)

  40~49세 49.5 16.0 28.1 6.4 100.0 (237)

  50~59세 57.5 14.4 21.9 6.2 100.0 (235)

  60~64세 55.0 18.7 21.1 5.2 100.0 (82)

거주지(=9.9) 　 　 　 　

  대도시 41.3 17.0 32.0 9.7 100.0 (448)

  중소도시 44.4 16.7 29.1 9.9 100.0 (464)

  읍면부 60.3 9.6 24.9 5.2 100.0 (70)

교육 수준(=4.2) 　 　 　 　

  중졸 이하 50.3 18.3 23.3 8.1 100.0 (67)

  고졸 46.2 16.4 28.5 8.9 100.0 (298)

  대졸 42.7 15.7 31.8 9.9 100.0 (541)

  대학원졸 41.3 19.5 30.2 9.1 100.0 (72)

취업 여부(=2.0) 　 　 　 　

  취업 44.6 15.1 30.5 9.8 100.0 (632)

  비취업 43.4 18.5 29.2 8.9 100.0 (344)

혼인 상태(=62.6***) 　 　 　 　

  미혼 27.1 17.2 41.0 14.8 100.0 (314)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52.2 15.9 25.0 7.0 100.0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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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태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 교육 수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동거가족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전반적으로 남성(87.6%)과 여성(89%), 중졸 이하(80.9%), 고졸

(82.1%), 대졸(91.4%), 대학원졸(96.6%) 및 취업(89.9%)과 미취업

(85.3%) 모두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다

고 응답하 다. 이는 사회가 변화하 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

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6-19〉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임

매우 
호의적임

계 (명)

전체 44.6 43.7 10.2 1.6 100.0 (1,013)

성별(=10.1*)

  남성 39.7 47.9 10.7 1.7 100.0 (505)

  여성 49.6 39.4 9.6 1.4 100.0 (492)

연령 　 　 　 　

  18~29세 49.9 39.5 9.3 1.3 100.0 (234)

  30~39세 47.0 45.5 7.0 0.5 100.0 (199)

  40~49세 41.0 44.7 12.2 2.1 100.0 (244)

  50~59세 40.7 45.1 12.3 2.0 100.0 (239)

  60~64세 45.4 44.4 8.0 2.2 100.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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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향후 우리 사회의 동거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미혼과 기혼 모두 현재보다 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린 연령과 대학원 이상

의 학력 소유자, 그리고 미혼인 응답자들 위주로 더욱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결과로 세대 간 큰 입장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임

매우 
호의적임

계 (명)

거주지(=11.8) 　 　 　 　

  대도시 45.8 43.1 9.4 1.7 100.0 (460)

  중소도시 44.3 43.5 11.4 0.9 100.0 (467)

  읍면부 38.7 48.7 6.9 5.7 100.0 (71)

교육수준(=34.3***) 　 　 　 　

  중졸 이하 38.6 42.3 17.1 2.1 100.0 (69)

  고졸 36.4 45.7 14.6 3.3 100.0 (296)

  대졸 47.6 43.8 7.7 0.8 100.0 (558)

  대학원졸 58.6 38.0 3.3 0.0 100.0 (71)

취업 여부(=10.5*) 　 　 　 　

  취업 42.6 47.3 8.8 1.4 100.0 (640)

  미취업 47.8 37.5 12.8 2.0 100.0 (352)

혼인 상태(=0.6) 　 　 　 　

  미혼 45.9 43.1 9.7 1.3 100.0 (32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43.9 44.0 10.4 1.7 100.0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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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향후 우리 사회의 동거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너무 많이 
수용하고 있어 
덜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함

현재 정도가 
적당함

현재보다 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함

계 (명)

전체 20.9 37.0 42.2 100.0 (1,013)

성별(=3.8)

  남성 19.4 39.9 40.7 100.0 (492)

  여성 22.4 33.9 43.7 100.0 (469)

연령(=48.8***) 　 　 　

  18~29세 10.1 39.4 50.5 100.0 (231)

  30~39세 15.3 35.8 48.9 100.0 (193)

  40~49세 21.6 38.9 39.5 100.0 (233)

  50~59세 30.5 36.5 33.0 100.0 (229)

  60~64세 36.4 27.9 35.7 100.0 (76)

거주지(=9.1) 　 　 　

  대도시 19.0 36.7 44.4 100.0 (437)

  중소도시 20.7 38.3 41.0 100.0 (456)

  읍면부 34.3 29.9 35.8 100.0 (68)

교육수준(=36.3***) 　 　 　

  중졸 이하 40.9 33.7 25.4 100.0 (65)

  고졸 23.7 41.5 34.8 100.0 (291)

  대졸 16.9 36.8 46.3 100.0 (531)

  대학원졸 19.6 24.2 56.2 100.0 (72)

취업 여부(=0.5) 　 　 　

  취업 20.7 36.4 42.9 100.0 (619)

  미취업 21.1 38.4 40.5 100.0 (339)

혼인 상태(=42.6***) 　 　 　

  미혼 8.5 41.3 50.3 100.0 (307)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26.7 34.9 38.4 100.0 (654)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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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 동거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를 살펴본 결

과, 미혼 남성(47.9%)의 경우 현재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

은 반면, 여성(60.6%)의 경우 현재보다 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동거를 수용하는 인식 수준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

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기혼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재보

다 더 수용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동거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수용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혼 고졸 이하의 경우 현재 정

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2.5%, 현재보다 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야 한다는 의견이 44.9% 순으로 나타난 반면, 대졸의 경우 ‘현재보다 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현재 정도가 적당하

다는 의견이 37.6%순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에 따라 동거를 수용하는 태

도의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 현재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6.8%, 현

재 너무 많이 수용하고 있어 덜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이 33.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현재보다 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4.7%, 현재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

이 3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혼과 기혼 모두 교육 수준이 높

을수록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사회 동

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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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혼인 여부에 따른 향후 우리 사회의 동거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너무 많이 
수용하고 있어 
덜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함

현재 정도가 
적당함

현재보다 더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함

계 (명)

미혼 전체 8.5 41.3 50.3 100.0 (325)

성별(=10.3**)

  남성 9.8 47.9 42.2 100.0 (173)

  여성 6.7 32.7 60.6 100.0 (134)

거주지(=0.8)

  대도시 7.1 41.5 51.4 100.0 (159)

  중소도시 이하 9.9 41.0 49.1 100.0 (149)

교육수준(=7.7*)

  고졸 이하 2.6 52.5 44.9 100.0 (76)

  대졸 이상 10.4 37.6 52.0 100.0 (232)

취업 여부(=1.8)

  취업 10.6 41.1 48.3 100.0 (152)

  미취업 6.4 41.7 51.9 100.0 (154)

기혼전체 26.7 34.9 38.4 100.0 (688)

성별(=1.5)

  남성 24.6 35.5 39.9 100.0 (319)

  여성 28.7 34.4 36.9 100.0 (335)

거주지(=0.8)

  대도시 25.7 33.9 40.4 100.0 (279)

  중소도시 이하 27.4 35.7 36.9 100.0 (376)

교육수준(=17.9**)

  고졸 이하 33.4 36.8 29.9 100.0 (280)

  대졸 이상 21.5 33.8 44.7 100.0 (371)

취업 여부(=7.8*)

  취업 24.0 34.9 41.1 100.0 (467)

  미취업 33.3 35.6 31.1 100.0 (185)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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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은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

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 취업 여부 및 혼인 상태 등에 

관계없이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작아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은 우리 사회가 결혼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한 가족과 동거가족을 동일한 조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반 된 것으

로 해석된다.

〈표 6-22〉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작아야 함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동등해야 함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커야 함

계 (명)

전체 56.9 39.5 3.6 100.0 (1,013)

성별(=3.5)  

  남성 58.8 37.0 4.2 100.0 (507)

  여성 55.1 42.1 2.9 100.0 (494)

연령(=14.5) 　 　 　

  18~29세 61.0 32.6 6.4 100.0 (238)

  30~39세 57.3 41.2 1.6 100.0 (202)

  40~49세 54.4 42.5 3.1 100.0 (243)

  50~59세 53.8 42.6 3.6 100.0 (237)

  60~64세 60.7 37.9 1.4 100.0 (82)

거주지(=7.5) 　 　 　

  대도시 58.9 36.9 4.2 100.0 (459)

  중소도시 53.5 43.3 3.2 100.0 (470)

  읍면부 66.9 31.0 2.1 10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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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동거 부부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혼인신

고한 부부의 자녀와 동거 부부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동등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연령, 교육 수준, 혼

인 상태 등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결과를 보 다. 즉, 부모의 혼인 상

태나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지원 정책에 있어서 세대나 가족 단위 지원이 아닌 아동 개

인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옮겨 가야 할 것이다.

구분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작아야 함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동등해야 함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동거 
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커야 함

계 (명)

교육 수준(=5.1) 　 　 　

  중졸 이하 49.2 48.0 2.8 100.0 (69)

  고졸 56.1 39.6 4.3 100.0 (301)

  대졸 58.8 37.7 3.5 100.0 (557)

  대학원졸 53.8 44.9 1.3 100.0 (71)

취업 여부(=0.8) 　 　 　

  취업 57.1 39.8 3.2 100.0 (642)

  미취업 56.9 38.8 4.3 100.0 (354)

혼인 상태(=4.0) 　 　 　

  미혼 57.8 37.1 5.1 100.0 (324)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56.5 40.7 2.8 100.0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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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동거 부부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한 
부부의 자녀보다 

동거 부부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작아야 함

혼인신고한 
부부의 자녀와 
동거 부부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동등해야 함

혼인신고한 
부부의 자녀보다 

동거 부부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커야 함

계 (명)

전체 26.3 71.0 2.7 100.0 (1,013)

성별(=17.1**)

  남성 31.7 65.2 3.1 100.0 (510)

  여성 20.7 77.0 2.3 100.0 (493)

연령(=12.5) 　 　 　

  18~29세 27.6 68.5 3.9 100.0 (237)

  30~39세 21.5 76.6 1.9 100.0 (203)

  40~49세 22.9 74.7 2.4 100.0 (245)

  50~59세 29.4 68.6 2.0 100.0 (237)

  60~64세 35.6 60.4 4.1 100.0 (82)

거주지(=0.9) 　 　 　

  대도시 27.5 69.7 2.8 100.0 (458)

  중소도시 25.2 72.3 2.5 100.0 (473)

  읍면부 25.8 70.9 3.4 100.0 (72)

교육 수준(=9.8) 　 　 　

  중졸 이하 31.1 63.0 5.9 100.0 (70)

  고졸 27.3 69.0 3.7 100.0 (299)

  대졸 24.5 73.4 2.1 100.0 (557)

  대학원졸 30.9 69.1 0.0 100.0 (74)

취업 여부(=0.1) 　 　 　

  취업 26.5 71.0 2.6 100.0 (645)

  미취업 26.0 71.1 2.9 100.0 (354)

혼인 상태(=3.8) 　 　 　

  미혼 26.0 69.9 4.1 100.0 (321)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26.4 71.6 2.0 100.0 (683)

   *p<0.05, **p<0.01, ***p<0.001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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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처럼 혼인신고와 똑같지 않지만, 계약을 통해 동거 커플이 혼인 

신고한 부부와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질문한 결과, 남성(58.8%)과 여성(68.4%) 모두 찬성한

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의 비율이 높

아 프랑스와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여성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

고, 연령이 낮을수록 프랑스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나 프랑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세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한편, 동 질문과 관련하여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 및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

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보여 주듯이,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통

한 동거가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동거가족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적절한 동거가족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24〉 동거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전체 18.1 18.4 35.7 27.8 100.0 (1,013)

성별(=15.1**)

  남성 22.6 18.6 32.9 25.9 100.0 (507)

  여성 13.5 18.1 38.7 29.7 100.0 (486)

연령(=57.5***) 　 　 　 　

  18~29세 8.0 16.5 39.6 35.9 100.0 (236)

  30~39세 13.7 16.6 37.0 32.8 100.0 (201)

  40~49세 19.4 17.7 36.3 26.6 100.0 (244)

  50~59세 25.8 22.1 29.9 22.2 100.0 (231)

  60~64세 33.1 19.7 36.2 11.1 100.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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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6. 소결

이 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혼 동거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

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는 혼인제도와 문화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적 역으로 가치관이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

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되는데 

우리 사회의 혼인제도와 문화는 유교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으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명)

거주지(=14.4*) 　 　 　 　

  대도시 15.2 22.1 35.6 27.1 100.0 (458)

  중소도시 20.9 14.0 36.0 29.2 100.0 (467)

  읍면부 19.7 23.0 34.5 22.8 100.0 (68)

교육수준(=20.1*) 　 　 　 　

  중졸 이하 23.9 24.5 32.6 19.1 100.0 (67)

  고졸 19.3 17.6 41.7 21.4 100.0 (300)

  대졸 16.0 18.5 33.5 32.1 100.0 (551)

  대학원졸 24.0 16.0 31.7 28.4 100.0 (71)

취업 여부(=6.8) 　 　 　 　

  취업 20.2 18.8 33.9 27.0 100.0 (641)

  미취업 14.2 17.5 39.1 29.2 100.0 (347)

혼인 상태(=41.6***) 　 　 　 　

  미혼 9.0 15.8 37.4 37.9 100.0 (321)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22.5 19.6 34.9 22.9 100.0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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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된다. 즉, 개인의 고유한 가치관의 형성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

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규범과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때문에 유교적 가

치관이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살아 온 부모 세대와의 상호작

용은 자녀 세대에까지도 여전히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 있게 할 수 있다.

둘째, 동거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수용 태도에서도 다소 보수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동거가족이 확산된 서구 사회와는 다른 현상

이다. 

하지만 저연령층에서 가족제도 및 비혼 동거에 대해 진보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사회 동거가족의 확대를 예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
화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경제, 문화, 기술 수준과 같은 환경적 
변화와 함께 가족제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한다(Bumpass, 1990; Lesthaeghe, 1995; 은기수, 2006; 문선
희, 2012).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를 유

지하고 변화해 나간다. 이 때문에 가족제도 역시 변화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비혼 동거가족의 가치관과 국민인식 비교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4장에서 보

여준 비혼 동거가족의 가치관과 본 6장에서 제시한 일반 국민의 가치관

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항목들에 대해 비교해 보려 한다. 거듭 밝혀 왔

듯이 비혼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가 어려

운 상황에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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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는 표본 추출을 통해 전화 조사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동등한 조건을 갖춘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두 조사 결과의 비교

를 통해 가치관의 경향성이나 차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선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결혼 의도가 없어도 함께 

살면 부부’에서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면 부부’,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부부’, ‘결혼식은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쳐야 부부’까지로 구분된다. 이는 점

수가 낮을수록 결혼식과 혼인신고 등을 기준으로 부부에 대한 조건이 덜

하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진다. 따라서 본 비

교에서는 이를 점수화하여 두 조사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점수가 인식조사의 결과에서보다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즉, 비혼 동거가족 조사의 평균은 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혼인신고가 부부의 기준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일반 인식조사에서는 3점과 4점 사이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이후가 

부부라는 생각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두 조사 간에 부부가 되는 시점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25〉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태도 비교

조사 구분(N) M(SD) t

비혼 동거가족 조사(253) 2.90(1.32)
7.315***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1005) 3.61(1.40)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주로 결혼 후 더욱 경험하게 되는 ‘명절 및 제사 참석 및 부양 의무 등

의 가족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앞서 ‘혼인제도’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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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비슷하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문화이다’,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

다’,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의 순서로 되어 있어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에 적극적인 태도이

다. 비혼 동거가족 대상 조사에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보다 가족문화에 

대해 불편하다는 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6〉 ‘가족문화’에 대한 태도 비교

조사 구분(N) M(SD) t

비혼 동거가족 조사(253) 2.01(0.75)
-2.596**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1011) 1.87(0.76)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법적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되는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한 태

도를 보면 ‘합리적인 제도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합리적이므로 개선이 필요’로 나뉘어 있다. 

이 역시 점수화하여 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에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비혼 동거가족 조사의 결과가 인식조사의 

결과보다 현재의 혼인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태도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7〉 ‘혼인제도’에 대한 태도 비교

조사 구분(N) M(SD) t

비혼 동거가족 조사(253) 1.84(0.72)
-3.506**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998) 1.66(0.75)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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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만일 자녀가 동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 보았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 1점에서 ‘매

우 찬성’ 4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두 조사를 비교해 본 결과, 비혼 동거가

족 조사에서 찬성하는 태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 

〈표 6-28〉 ‘자녀 동거’에 대한 태도 비교

조사 구분(N) M(SD) t

비혼 동거가족 조사(253) 2.35(0.79)
-5.526***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983) 2.02(1.05)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동거가족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

해서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에서 ‘매우 호의적임’까지 1~4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두 조사 모두 ‘약간 호의적임’이라는 태도에 가깝지만 인식조사 결과

에서 비혼 동거가족 조사에서보다 조금 더 호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

장임을 볼 수 있다.  

〈표 6-29〉 ‘동거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태도’에 대한 생각 비교

조사구분(N) M(SD) t

비혼 동거가족 조사(253) 3.24(0.69)
1.066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998) 3.29(0.73)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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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과 같이 동거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

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까지 1~4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비혼 동거가족 조사에서 인식조사보다 더욱 찬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6-30〉 ‘동거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비교

조사구분(N) M(SD) t

비혼 동거가족 조사(253) 2.86(0.79)
-2.509*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992) 2.71(1.06)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직접 이루어진 두 가지 조사에서 동일하게  다루

어진 항목들을 활용해 동거를 경험한 응답자와 일반 응답자의 태도를 비

교해 보았다. 그 결과 비혼 동거가족 조사에서 부부가 되는 기준, 혼인문

화 및 가족문화, 자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 동거 관련 제도에 대해 일반 

조사에서보다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7제 장





제1절 결론

한국의 동거가족이 전체 가족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정확

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동거 커플들이 존재

하는 이상 동거가 가족 형성의 한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

인다. 다양한 이유로 동거를 시작하지만 선행 연구의 지적과 동거의 비율

이 한국보다 높은 서구 사회들에서 나타난 현상에 근거해 보면 다양한 유

형의 동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혼

인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과정 중의 단계로서 동거이고, 다른 하

나는 혼인제도를 거부하거나 혼인 의도가 없는 유형으로 결혼 대안 및 결

혼과 관계없는 동거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타난 여러 동거 유형 또한 

선행 연구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위의 두 가지 유형

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동거가 ‘일탈’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던 사회에서 벗어

나 결혼 전 테스트의 기간이 되고 한편에서는 대안이 되기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이렇게 일단 동거 현상이 일어나고 이유나 유형 등이 발

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전 단계로 회귀하지는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Kiernan, 2001)고 하 다. 이를 근거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동거가 청

년층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에서 동거 커플이 가

족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

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제도의 마련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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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관계를 등록하고 증명하는 것은 동거 관계가 혼인 관계와 약간 다른 

면은 있지만 가족으로 살아가는 한 형태임을 인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등록제 마련을 통해 동거 커플이 우리 사회에서 정확하게 가족의 한 형태

로 자리매김하고, 법적인 향을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혼인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동거 관

계, 즉 결혼 과정 중의 한 단계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동거가족에게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혼인-임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반면 결혼의 대안으

로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동거 선택은 무자녀라는 공식이 성립되

어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자녀를 

계획하고 동거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동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은 막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현재 결혼한 부부들

이 선택하는 부부와 같이 동거 커플도 자녀를 원할 경우에는 동거가족 형

성-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주는 환경을 만들어가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적·제도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국민 의식은 비교적 많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비혼 동거가족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걷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

녀에 대한 지원은 결혼한 가족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우

세해 다양한 가족 중 특히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 형태를 불문하고 평등해

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엿볼 수 있었다. 

여전히 ‘전통 가족’은 존재한다. 하지만 가족의 형성 과정과 가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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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각의 가족들이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가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비혼 동거가족의 결혼 가치관 및 출산·양

육 관련 경험과 차별 경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동거에 관한 인식에 대

해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인구 정책 중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들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향과 간접적인 향을 주는 정책이 있다. 비혼 동거가족과 관

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동거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향을 주어, 동거가족이 사회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안정

적인 생활하게 되면,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임신이나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간접적인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

리 사회에서 동거가족이 임신·출산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하기

에는 아직 사회 환경이 친화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현실이다. 따라

서 현재 동거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은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보다는 사회 환경이나 문화, 또는 인식적인 측면의 변화를 이끄는 정

책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바탕에서 동거가족도 자녀 출산이

나 양육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는, 즉 동거가족 출산 및 양육이 보다 자

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단계 전진을 이끄는 간접적인, 그리고 장

기적인 형태의 정책적 제안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는 비단 비혼 동거가

족에 대한 정책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닐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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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출산을 직접 돕는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고, 장기

적으로 결국 어떠한 유형의 가족이라도 출산 및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덜

어줄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여 가족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출산을 차단

하는 장애가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지금보다 자유롭게 임신·출산을 고려

하고 선택하게 되는 원리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동거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 하면,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혼 후 형성되는 동거가족 등 모든 형태의 동거가

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절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은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을 한 번도 하

지 않은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현재 동거 관련 연구가 진

행되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방

향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서

는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즉각 정책적인 변환을 기대

할 수 있는 제언보다는 장기적인 검토를 기본적으로 요하는 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1.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거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하기도 하고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동거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인 시선이나 사회적인 편견이 강하게 남아 있어 동거 사실 공개를 부담스

러워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동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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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이라기보다는 잠시 공동생활을 위하다 헤어지거나 책임감 없는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거를 

택한 사람들에 따르면, 비혼 동거는 책임감의 부재에서 나온 행동이기보

다 현실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 또는 현대 결혼의 또 다른 형태, 즉 가

족을 형성하는 새로운 형태로 보는 것이 현대 사회의 동거를 이해하는데 

더욱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나아

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우리 사회 가족 유형의 하나로 수

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비혼 동거가

족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삶을 위할 수 있는 최우선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법적인 부부뿐만 아

니라 다양한 관계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족인가, 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폭넓은 교육과 매스미디어 활용, 캠페인, 토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가

족 형태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교사들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열린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편견 

없이 행동하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자연

스럽게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향이 무엇보다 큰 현대 사회에서 드라마나 화 등에서 

동거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MBC, 

2003. 6. 2.~7. 22.)를 시작으로 ‘달콤한 나의 도시’(SBS, 2008. 6. 

6.~8. 1.), 그리고 ‘개인의 취향’(MBC, 2010. 3. 31.~5. 20.) 또는 화 

‘와니와 준하’(2001), ‘싱글즈’(2003), 최근 실제 감독이 자신의 동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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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험을 공유한 독립 화 ‘두 개의 선’(2011) 등 그동안 드라마

나 화에서 동거를 주제로 삼거나 가족의 한 유형으로 묘사하는 등의 작

품들로 인해 동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담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

한 미디어의 역할 및 캠페인, 그리고 토론을 통해 동거가족에 대한 논의

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가면서 앞으로도 비혼 동거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어떠한 가족이든 가족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된 후에 비로소 출산에 대한 고려가 뒤따를 것이다. 현재 비혼 동거가족

에서는 사실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족 형태에 대한 편

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어떤 가족 

형태이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동거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서 태어나는 자

녀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방향이 알맞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

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에 따르면, 모

든 아동은 성별, 인종, 민족,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 등과 관

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즉, 부모의 혼인 상태와 별개로 모

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본인이나 부모의 혼인 상태, 가구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받는 차별

을 없애 어떤 가족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그것에 의한 차별은 없다는 사회

적 이해도를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비혼 동거가족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서류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 인식될 수도 있다. 남녀 둘이 동거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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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맞이하는 한계보다, 대부분 우려하는 것은 자녀가 경험하게 될 

편견 때문에 동거 관계에서는 무자녀가 동시에 성립되고 있었다. 특히, 

아기보다는 자녀가 학령기가 되어 입학을 할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학교 입학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면 서류상 드러나 

있는 자녀의 가족 형태 때문에 혹시나 자녀가 편견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

는 우려 등 자녀의 부정적 경험들을 예견하고 비혼 동거가족은 현실적으

로 적극적인 출산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은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얼마만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명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직․간
접적인 교육, 또는 미디어, 캠페인, 토론 등 사회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

러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려는 움직임과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을 형성하

는 계기를 빈번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장기적 검토

동거가족은 동거 선택의 이유와 관계없이 현재 자신들의 동거 관계를 

증명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보 다. 해외

에 다양한 형태로 비혼 동거가족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의 동거에 대한 이해 정도와 문화적 배경에 적절한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그 보호의 수준에 대해서는 문화적·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하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기초적인 

보호, 즉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사실혼을 입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혼인 관계처럼 동거 관계 등록을 통해 관계를 증명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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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남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택

해야 하는 것이 혼인이라는 단일 선택권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

게는 혼인신고가 아닌 동거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결혼

이 싫다기보다는 지금의 제도가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추

가적으로 제시해서 각자 저마다 원하는 형태의 가족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옵션을 제시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수가 줄어든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우리가 언젠가부터 ‘결혼’이라고 명명

한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또 다른 형태

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혼이 현대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19대 국회에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려는 움직임

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반자라는 개념에 동성 커플이 포함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동성 간의 동거까지 포함한 동반자 관

계를 인정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 

대신 혹은 결혼 전에 동거를 선택하는 남녀가 늘어나는 만큼 이성 간의 

동거에 한정해서는 관계를 증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몇 필수적인 제

도에 대해 결혼한 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가능

해 보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 2015년 말 ‘중

장기 경제발전 전략’ 발표(기획재정부, 2015)를 통해 ‘동거 관계 등록제’ 

도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한 바 있듯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족에 

대해 비상시 수술 동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거 지원 혜택 등을 부

여하는 정도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약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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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기하고 법적 혼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로 큰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둘 사이에서는 서로를 인정

하지만 동거 생활을 하는 동안의 관계마저도 어떤 관계인지, 왜 결혼 대

신 동거 관계를 택했는지 등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때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거 관계 신고’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

어 있어 등록이 가능하다면, 현재 혼인신고를 하면 둘의 사이가 부부로 

명명되듯이 동거 관계를 신고하면 동거 관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다만, ‘동거’라는 어휘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함유하고 있는 만큼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이성 간의 동거에 국한

되는 것을 명시해, 예를 들어 ‘이성 간 동반자 등록’ 등과 같은 명칭으로 

혼인 이외에 이성 남녀 둘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신고하는 또 하나의 선

택지 마련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거를 결혼의 전 단계로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인을 앞

당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동거 중인 커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제도 다. 현재 결혼을 할 시기이고 혼인을 하고자 하지만 

동거를 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주거 공간 확보가 결혼과 그 후 출산에 있

어 가장 중요한 문제 다. 동거 커플들 중에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지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타까

워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 세대 동거에 관심을 가지고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동거 관련 제도의 마련은 비혼 동거가족이 가족의 한 형태로 우

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동거 관

계가 가족으로 인정되면 향후 그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 현재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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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거 선택의 이유가 결혼의 전 단

계인 커플들은 궁극적으로 후에 결혼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더라

도 상황에 따라 동거 관련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제

도가 안정되면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단계에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동

거-무자녀의 고리를 좀 더 강한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원천적으로 무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동거자도 있지만, 자녀를 낳고 싶지

만 혼인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동거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 

신념의 정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제도는 동거가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만들 수 있고, 그

에 따라 임신·출산 결정 또한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프랑스 PACS 제도가 동거와 관련된 하나의 제도로 종종 소개되

고 있다. PACS 제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제도이기

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역사·문화·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된 제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동거 커플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통계적 자료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PACS와 같은 

제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말했

듯이 우리 사회에서 동거 관계 등록을 제도로 마련한다면 PACS 제도와 

달리 이성 간의 동거를 보호하는 제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는 동거가족 보호를 위한 것이지 동거가족의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논의로 시작해서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적 차이를 이해한다면, 프랑스는 가족이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

지 않아도 되고 대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 준다는 의식과 그에 부

합하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혼외출산율이 높을 수 있고, 

그러한 환경에 PACS라는 동거가족 관련 제도가 더해지면서 동거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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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출산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도 보았듯이, PACS 제

도 내에서도 동거가족이 자녀를 낳는다고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친부자 

사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프랑스의 동거가족 출산이 자유

로운 것은 PACS 제도로 인한 것보다는 동거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인식 

수준과 기존 제도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PACS 제도와 견줄 만한 제도 마련보다는, 결혼할 시기

에 있는 젊은 층에서 부담을 느끼는 결혼이란 제도보다는 자유로운 결합

을 인정하면서 세제상의 이점이나 의료보험 등 커플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제시해 시대가 원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

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 시점에서는 동거가족에 대한 인정과 

기본적인 보호, 그리고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데 최소한의 보

장을 위한 초기 단계 제도로 동거 관계 등록제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적절해 보인다.

  3. 혼인 의사가 있는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결혼 지원 검토

결과에서 보았듯이, 동거를 결혼의 한 단계로 생각하는 커플들은 결혼 

의사가 강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거 커플들이 계획한 것보다 빨리 

혼인제도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의 전 단계로 동거를 생각하는 동거 커플들은 

결혼이라는 단계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면, 그 후에는 법제도 안으로 들어

오는 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여느 결혼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임신 및 출산

으로의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거가 결혼의 대안이 아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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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상황이나 혹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

서 오는 대처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결혼 의도를 가진 동거 커플은 부모

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보다 더욱 출산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동거가 결

혼보다 저연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정기적인 성관계로 인해 속도위반 

결혼으로 이어져 출산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Nazio, 2008)고 한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인 커플들은 결혼을 하

고 싶지만 당사자들이 생각하고 그려 온 결혼이라는 조건에 아직 부합하

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결혼-출산의 고리가 

강해 피임에 성공하거나 유산을 고려하기도 하는 등의 다른 변수가 작용

해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결혼으로 이행을 준비

하는 동거가족에게 이루어지는 결혼 지원은 그 이후 단계의 진입에 대한 

선택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환경으로 보 다. 동거 커플이 결혼 할 커

플과 다른 것은 동거 커플은 이미 둘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각자 살던 집 중 한 곳으로 옮기는 형태로 시작하

고 있었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둘만의 결혼 생활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해도 출산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

히,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가족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결혼과 함께 

출산 후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주거 환경까지 결혼 준비 

단계에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청년들을 위한 안정된 주거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행복주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본 사례들이 더러 있어 

주거 마련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중요성이 동시에 부각되었다. 결혼에 가

장 가까이 있는 청년 비혼 동거가족에게는 위의 동거 관련 제도 마련에서 

언급했듯이 동거 관계 등록제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이상 동거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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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되면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같은 혜택의 대상이 되거나 결혼식 지

원 또는 혼수 선물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거 커플

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 이행을 돕

기 위해 결혼 의도를 가진 동거 커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마련한다

면, 그에 대한 증명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자녀 양육은 어느 가족에게나 쉽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른바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 형태를 지

닌 가족 내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비혼 

동거가족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따라서 출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물론 사회의 편견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과 더불어,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키울 만큼의 주거 공간과 안정된 경제적 상황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혼 동거-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현재 

사회 구조에서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자체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

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고 자연스럽게 동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즉, 자녀가 없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남녀 둘이 생활하는 데에는 큰 장애가 없을 수 있고, 대신 더 

자유로울 수 있어 동거를 하는 커플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낳으면 자신의 일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자녀 양육에 몰입해야 하

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오는 갈

등이 높아 보 다. 이러한 현상은 나, 혹은 가족이 자녀 양육을 오롯이 책

임져야 하는 구조가 아닌, 국가의 지원에 의해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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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갖추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출산을 거부하는 커플이 줄어들 수 있

다는 이야기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혼인 상태나 가족 형태 등과 관계없

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많은 부담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혼인한 부와 모가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양육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국가가 양육하

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부모의 혼인 상태나 가족 형태의 향력이나 중

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어떤 

가족이든 차별이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PACS 제도와 출산율이 함께 논의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이의 자녀도 사회가 책임지고 차별 없이 키워 내는 

사회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에 대한 

부담이 부모에게 많이 있어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조차 자녀의 양육이 

힘들어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향후 아동에 대한 국가 지

원이 든든해진다면 가족 형태로 인한 제약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

고, 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도 현재보다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더욱 자유로운 선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및 조사 가족 형태에 포함

마지막으로, 센서스에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항목이 구분되어야 할 것

이다. 조사나 통계의 문항 또는 선택지는 그 사회 현상을 잘 반 한다. 현

재 우리나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거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

만 실질적으로 동거가족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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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동거가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선택지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다. 최근 몇몇 전국 조사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

았는지 확인하거나(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사

회조사), 동거 혹은 사실혼 여부를 확인하는(여성가족패널 등) 발전된 선

택지 유형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센서스를 통해서 동거가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0 센서스 조사항목 중 혼인 

상태에서는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거(사실혼)도 ‘배우자 있음’에 포함이 되었고, 2015 센서스  조사

항목 중 가구주와의 관계에서도 배우자로만 나누어져 있어 법적인 관계

를 파악할 수는 없다.

동거에 대한 통계가 결혼보다 훨씬 부정확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거 현상이 사회에 퍼지면서 통계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반 해 조사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통계에서는 사회 현상보다 뒤처져 반

한 국가들이 많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동거가 비교적 새로운 현상

이었고 그 비율이 작기는 했지만 일찍이 1970년대부터 동거 커플에 대한 

통계를 구분지어 놓았고, 1981년에 캐나다 커플의 6%가 동거 커플임을 

국가 통계(Statistics Canada for 1891)에 나타냈다(Le Bourdais & 

Lapierre-Adamcyk, 2004).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보다 늦게 동거 커플

을 구분 짓는 항목이 생겨났다. 10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미국 인구 

조사의 경우에는 1990년 센서스에서 처음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선택지에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unmarried parter)”가 추가되어 통계

에서 직접적으로 동거 커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이전에는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동거 관계를 알아볼 수

가 없었고 단지 동거자를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이성으로 구분하

다. 함께 거주하는 성인 이성은 동거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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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1990년 이전까지는 동거 커플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Seltzer, 2000). 아직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한 것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센서스에 법적 혼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고, 한 걸음 발전한다면 간단한 동거의 이유 및 혼인 

계획이 있는지 정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각종 조사 시에도 동거가족에 대한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응답 인구가 적다고 해서 조사에서 동거에 대한 선택지를 마련했다가 

삭제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통계

청 사회조사의 경우, 혼인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

한 사람들에게 혼인신고를 하 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2006년과 2007

년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혼인 상태만 

묻는 질문으로 남아 있다가 2010년부터 다시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생겼다. 2014년까지 있던 혼인신고 질문은 2015년 설문지에서는 

다시 사라지는 등 동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응답자가 적거나 설

문지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문 등에 의해 사라져 2006년 질문이 

생성된 이후부터 누적될 수 있었던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풍부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는 동거와 관련된 향후 연구나 제도 및 법안 

마련 등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향

상된 통계 정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거가족에 대한 보다 면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본 연구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향후 연구를 통해 동거가족의 정책적 니

즈(Needs) 파악이 이루어진다면, 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정

책적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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