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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구변천과 인구문제의 이해
권태환 (서울대 명예교수)

들어가는 말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자녀를 하나 밖에 두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죠.
국가에서도 그렇게 선전했고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권면하는, 어느 50대
남성의 이야기다. 정부가 돌았나? 그렇게 열심히 애를 낳지 말라고 야단법석이더니, 애를
하나만 낳고 단산하면 아파트를 준다면서, 예비군 훈련장을 돌면서 열을 올리더니, 요즈음
은 어떤가? 애를 세 명 낳으면 한 명은 대학교까지 무료교육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애를
더 낳게 하려고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다.
세상이 변한 것일까? 지난날의 정책이 잘못된 것일까?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빨리 늘어
서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가난하다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 애를 낳지 않아, 나라와 민족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을 한다. 도대체 어찌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젊은이들의 실업이 큰 문제인데, 애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애를 더 많이 낳으라니?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사회에서는 20세기 후반기에 접
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전망이 나타나고, 1970년 이후는
모든 선진사회의 출산수준이 인구의 “재생산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성격상 선진사회의 것과 근본적
인차이를 보인다. 그 첫째가 속도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수준을 보인 나라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력을 보이는 국가가
되었다. 선진사회가 한 세기 이상에 걸쳐 경험한 것을 우리는 한 세대 만에 다 거친 셈이
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출
산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인구문제의 또 다른 화두는 “고령화” 또는 “고령(화) 사회”다.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문제로 주로 평균수명의 상승(또는 사망수준의 저하), 그리고 출산수준의 저하
(또는 저출산)에 기인한다. 즉,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수준을 높이거나 출산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사망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재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최상의 해결책은 출산율을 올리는 데 있다. 젊은 인구를 수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흔히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현상과 사회현상
인구수의 증감과 고령화는 인구변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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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문제가 되고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인구변동의 결과 그 자체 때문이라
기보다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지난날 우리는 당면한 사회경제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에 관심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구변동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인구에 관심을 갖는다. 인구
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현재 또는 과거 지향적인 것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다.
사회구조와 제도는 항상 변한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인구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현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구조와 제도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리고 이러한 구조와 제도는 현재 우리의 사회체제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
각성이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제
의 발생을 예방을 하거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면 된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대안이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다.

이 글의 구성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구현상과 인구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의 문제, 인구를 보는 눈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
구변천이론을 중심으로 인구변동을 역사적 지구적으로, 지역적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의 과정과 이와 관련된 인구문제의 성격에 대해 논
의할 것이다.

♣ 용어
저출산, 재생산수준, 고령화,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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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구 이해의 기초

1. 인구란 무엇이며, 왜 인구인가?
1-1. 인구의 정의
사람들은 “인구”하면 별 부담 없이 아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
나 인구를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인구
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우리나라 인구”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것인지, 외국
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떤
인구를 정의할 때 필요한 요소들로는 시간성, 공간성, 조사방법, 조사원칙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2010년 한국인구”라고 말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2010년
센서스 인구”일수도 있고, “2010년 (연말) 주민등록 인구”일수도 있고, “2010년 연앙인구”
일수도 있다. 또 “한국인구”가 국적 개념인지 거주 개념인지도 불분명하다. 거주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구분석을 하고, 인구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구” 또는 “우리나라 인구”라고 말할 때에는, 한국 거주 외국인과 장기(6
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를 제외한 “센서스인구” 또는 센서스인구를 보정하여 만든 “연앙인
구”를 일컫는다.
1-2. 인구조사와 자료

인구조사의 역사
인구조사는 언제부터 실시되었을까? 단편적인 인구집계의 역사는 B.C. 3600년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남긴 최초의 인구조사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모세시
대의 유대민족의 출애굽 당시(B.C. 15세기경으로 추정)에 행해진 조사일 것이다. 전쟁 수행
을 목적으로 각 지파별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을 조사한 결과 약 60만 명이
집계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볼 때 당시 유대 민족의 총인구는 200-30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대 인구센서스의 역사는 200여년이 약간 넘는다. 최초의 센서스는 1790년에 미
국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세기 중엽부터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체계적인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60년 이후 UN의 권고와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인구센
서스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
한편 우리나라는 비교적 긴 인구조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미 삼국시대에 인구조사
의 기록이 있으며, 14세기 말인 조선조 초부터는 정기적인 인구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조선왕조실록과 다른 문헌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조사들의 완전성은, 주로 아동연령층의
과소집계로, 50%에도 달하지 못하였다. 믿을만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의 출발은 일본 식민
지 시대인 1925년을 기점으로 한다. 원래 일본은 일본 본토와 당시 그들의 식민지였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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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대만에서 1920년 10월 1일 동시에 인구센서스(총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조선에서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조선에서의 조사는 취소되었다. 여하간 이후 우리나라
에서는 거의 5년 간격으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고, 그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1992년까지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최초 인구센서스는 1993년에 있었고 두 번째 센서스는 15년 뒤인 2008년
에 실시되었다.

인구센서스의 목적
옛날 인구조사는 주로 성인인구, 특히 남성인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에 대비한 국방력, 세금이나 곡물징수 및 노동력 동원을 위한 인구파악에 있었
기 때문이다. 때로는 흉년으로 인한 기아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과 같은 재앙이
나, 특별한 국가적 필요가 있을 때, 대책 수립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구자료가 이러한 목적들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영역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
는 물론, 인구의 모든 부분에서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자료의 유용성이 높아지고, 이
로 인해 인구조사 및 자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 자료는
내용의 포괄성에서는 물론 자료의 완전성 또는 질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 자료는 우리나라의 정책의 수행에 유용한 동반자가 되는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자료가 나쁘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인구자료
우리나라에는 인구센서스 외에도, 혼인, 출생, 사망, 거주지 변동 등, 신고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구통계가 있고, 이들을 이용한 자료도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센서
스나 신고통계로 부족한 자료는 표본조사에 입각한 특별인구조사를 통해 만들고 있다. 한마
디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현재에 있어서나 인구조사와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적
인 선진국에 속해왔다. 이러한 인구자료의 선진성이 1960년 이후 우리나라 여러 분야의 지
속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음은 두말할 것이 없다. 오늘날 선진국은 바로 통계 선진국을
뜻하고, 인구통계는 모든 통계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2. 왜 인구가 문제인가?
2-1. 인구위기 관념의 배경

적정인구가 있는가?
참으로 인구문제란 요상하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다. 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인
구를 “과잉인구”, 적어서 문제가 되는 인구를 “과소인구”라고 한다. 그래서 적당한 수의 인
구, 즉 “적정인구”를 찾기도 한다. 보통 적정인구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수의 인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인구를 계산하는 공
식이나 일정한 방식 또는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가난하던 1960년대에
는 인구가 너무 많아 국민이 살기가 어렵고 경제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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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당시 인구의 배 가까운 인구를 가진 요즈음에는 인구가 오히려 부족하다거나 인
구가 줄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사이 우리의 사회상태가 변하고, 생활양식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정인구, 과잉인구, 과소인구의 판단은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다.

생태(학)적 위기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온 세계는 각종 위기론에 휩쓸렸다. “인구위기”가 앞장을 섰
고, “자원위기”와 “환경위기”에 대한 논쟁과 경고가 뒤따랐다. 이들을 종합하면 20세기 후
반은 “생태(학)적 위기”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생태(학)적 위기는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으뜸 관심대상은 인
구위기였다. 그것은 인구의 빠른 증가가 사회와 경제에 부담을 주고, 환경파괴와 자원부족
의 일차적 원인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나아가 이론적으로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이나 이
하가 되면 생태계에 극심한 부담을 주어 생존이 어렵게 된다. 20세기 중반에 대두된 세계인
구 위기에 관한 각종 논의는 바로 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 또는 “최대인구”
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국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인구의 관
념을 적용하여 국가적인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채택·실시되었다. 반면 20세기 후반부터는 선
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즉 “최소인구”이하의 인구로 인한, 사회 존속의 불투명
성 전망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2. 인구문제의 이원화

개발도상국의 빠른 인구성장
20세기 후반의 세계적인 인구위기 의식은 선진국에서 전파되기 시작했고, 관심대상 인구
는 개발도상국의 인구였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인구 재생산수준 가까이로 출산
율이 떨어져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서서히 증가하는 상태에 도달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는 아직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적의 약품인 항생물질이 대량 보급됨으로 말미
암아 사망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선진국에서는 출생과 사망이 낮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었던 반면, 개발도상국에
서는 그 균형이 깨지고 더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 인구의 폭발적 증가
에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출산억제정책, 즉 가족계
획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UN의 권고에 따라 1961년에 출산억제 정책을
채택하였고, 다음해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을 보이던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인구 재생산수준으
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출산수준은 안정되지 않고 계속 떨어져, 지금은 세계 최
저 출산수준의 나라가 되었다.

새로운 인구위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새로운 인구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즉, 출산
수준이 재생산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리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여 시간이 갈수록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인구불균형이 더 커지게 되었으며, 선진국들은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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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현재 인구문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원성을 보인다.
세계적인 전망 하에서의 통합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인구의 국제이동을
통한 선진국 인구문제의 해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문명의 지속, 이동, 또는 멸망?
실제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단계에 도달해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족한 노동력,
특히 3D 업종의 노동력을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도국
출신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사회세력을 형성하면서, 1980년대부터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이민자 문제가 주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서구에서 초기
이민 노동력은 주로 유럽문명권에 속하는 남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조달되었는데 이들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 하층을 형성하여, 1968년 프랑스의 도시 폭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구의
대도시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식민지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대량 수입되면서 서구사회의 인종 또는 민
족구성은 더욱 복잡해졌고, 여러 나라에서 인종 또는 민족은 사회적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은 이주국가에서 최하층의 소외집단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이주사회에 전혀 동화되지 못한 채 떠나온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며 살아왔다. 그러
나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오히려 자부심으로 여기게까지 되었으며,
서구문명의 핵심에서 서구문명에 도전하는 세력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자신들이 서구사회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들은 이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명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말로, 오늘날 선진국들, 특히 서구 국가들은 “인구딜레마”에 빠져있
다고 할 수 있다.

3. 인구 바라보기
인구는 크게 보아 3가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수직적인 눈, 수평적인 눈, 관계성의 눈
이 그것이다. 수직적인 눈은 시간적인 관점 또는 역사적 전망이라고 부르며, 인구성장과 관
련된 논의가 주로 여기에 속한다. 또한 오늘날 인구문제는 지역들 사이의 분포와 관련하여
수평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선진사회와 후진사회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분포
와 그 유형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으며, 각종 인구문제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으로 올수록, 개별 사회의 인구문제들이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관계성을 가지고 그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가령 인
구의 고령화, 경제활동인구의 추세, 인종분포, 혼인상태분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
제들은 인구학적 구조 및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 인구학적 요소 및 사
회경제적 요소의 구성인자들이 맺게 되는 관계성은, 주어진 인구의 성장과 분포의 결과이기
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1. 시간적으로 바라보기: 역사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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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인구의 성장이나 감소는 두 개의 시점 사이의 인구수의 차이로 파악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 사는 인구는 지난 200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해 왔다. 17세기 중반, 서구
사회에서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출
생률이 높았으나 사망률도 높아 인구증가가 낮은 수준에서 부침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산업
화가 시작되면서 인구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전통적인 안정 상태에서 벗어나,
출생률은 그대로인데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는 빨리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산업화
가 진행되면서, 사망수준이 계속 떨어지기는 하지만(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지만) 출생수
준이 더 빨리 떨어져 인구증가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게 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자 유럽 및 북미의 산업 국가들에서 출생과 사망은 낮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
었으며, 그 결과 인구는 다시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인구안정에서
근대적인 안정으로의 인구 상태의 전환과정을 “인구변천”이라고 부른다. 소위 선진국의 경
우, 산업화와 연관된 인구변천은 인구규모의 엄청난 확대를 가져왔지만, 나라에 따라 차이
가 있을지라도, 대개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친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20세기 후반에 급속히
진행되었다. 대부분이 과거 서방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
립을 쟁취했으나 극도의 혼란과 가난을 경험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개발되
고 전파된 각종 의약품의 보급으로 이들 나라에서도 사망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 가운
데서도 특히 기적의 약으로 불리는 항생물질의 보급은 개발도상국들의 사망력 저하의 일등
공신이었다. 즉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한편,
갑작스러운 사망력 저하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자, 선진국
에서는 세계 인구위기론이 대두하였고, 이들 국가들의 지원과 UN의 주도로,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출산억제 정책, 또는 가족계획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면서 이
들 나라들도 인구변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나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높은 출산수준에서 인구재생산 수준으로의 변천이 20-30년의 짧은 기
간에 끝났다. 그러나 1960년대 시작한 이 과정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아직도 진행 중
이다.

새로운 변천?
일단 인구변천을 마치고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인구증가를 보이던 유럽과 선진사회의 인구
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대표되는 각종 도시폭동, 학생시위, 반전운동 등으로 혼란을 겪던
1960년대 후반부터 감소의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1990년대 사회주의의 위기로 이
어지면서 유럽의 인구감소 추세는 심화되었다. 이들 사회의 인구상황은 자체적으로는 재생
산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상태는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마디로 유럽의 나라들과 다른 선진국들은 현재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구안정이 사회 안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때, 이들 사회는
인구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인구증가와 마찬가지로,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의 인구안정이 불가피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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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가의 인구가 안정-불안정-안정 상태를 겪는 과정을 인구변천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인구감소 현상 또한 인구변천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과거의 인
구변천이 “전통적 안정-성장으로 인한 불안정-근대적 안정”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것은 “근대적 안정-감소로 인한 불안정-새로운 안정”의 과정으로 관념화할 수 있
다. 그런 뜻에서 앞의 것을 “제1”인구변천, 뒤의 것을 “제2”인구변천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아직 이 둘을 통합하는 인구변천 이론은 나오지 않았으나, 인구변천의 두 가지 유형
구분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제1인구변천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인구감소의 단계로 들어
갔다. 그 속도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라, 과연 이것을 “제2인구변천”의 한 예
로 볼 수 있느냐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불안정의 진전이 급격하더라도
그 배경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탈산업화와 세계체제로의 진입, 제1인구변천의 완성에 있다
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전망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 중인 현상을 “제2인구변천”의 중요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인구변천의 단계

3-2. 공간적으로 바라보기

인구이동
모든 지역이나 나라의 인구가 주로 출생과 사망에 의해, 즉 자연성장에 의해 결정된다
면, 지역이나 나라들 사이의 인구구조의 차이는 몇 가지 유형으로 압축된다. 그 예가 아마
도 인구피라미드의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이
동이 큰 경우에는 인구피라미드와는 별도로 인구 유입형과 유출형이 별도로 구분될 수도 있
다. 특히 이동인구가 노동력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는 인구 유출지역이나 나라는 물론 유
입지역이나 나라에도 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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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자료
세계적인 인구분포의 자료는 주로 UN에 의해 작성된다. UN의 세계 각국 인구분포 자료
에는 1950년에서 시작해 “0 또는 5”로 끝나는 해의 인구분포와 2010년 이후 2050년까지
의 추계 값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UN은 각국의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지역별 자료도 제시
하고 있다. 지역구분은 크게 지리적인 구분과 사회경제적인 구분으로 나뉜다. 지리적인 구
분의 상부단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대륙이며, 하부단위는 대륙내의 지역들이다.
가령 유럽의 경우 하부단위는 동-북-남-서 유럽으로 구분되며, 아시아의 경우에는 동-남중앙-남동-서 아시아로 구분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나 가장 단순한 사회경제적 구분은 흔히 선진국과 후진국/개발도상국의
분류에 해당되는 “보다 더 발전된”(more developed) 국가들과 “보다 덜 발전된”(less
developed) 국가들로의 구분이다. 한편, 보다 덜 발전된 국가들은 다시 “가장 발전하지 못
한”(least developed) 국가들과 “기타 보다 덜 발전된”(other less developed) 국가들로
나뉜다. UN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지역별 인구현상을 개괄하고 있
다. 여기에는 인구분포, 중위연령, 총출산율, 평균수명 등이 포함된다.
3-3. 구조적으로 바라보기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다. 그러나 조건과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묶을 수는 있다. 인구도 마찬가지다. 신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인구[학적] 특성이고, 개인의 사회적 배경에 해당하는 것이 인구의 사회경제적 구조다. 그
리고 특성과 배경에 따라 인구를 범주화할 수도 있다. 인구학적 구성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
의 연령과 성구성에 따른 인구피라미드의 작성, 연령에 따른 소년인구, 청년인구, 고령인구
의 구분 등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구성하는 요인들로서는 혼인상태, 교육정도, 직업, 가족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연령구조
인구의 연령구조는 흔히 주어진 인구의 경제적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다. 이때 인구는 소년 부양대상 연령층인 15세 미만 집단(A), 경제활동 연령층으로 간주되
는 15-64(또는 60)세 집단(B), 노년 부양대상 연령층인 65(또는 60)세 이상(C)의 3개의 집
단으로 나뉜다. 이에 더해 85세이상 집단(D)을 초고령인구로 설정하기도 한다. 여기서 소년
부양인구비(A/B*100), 노년부양인구비(C/B*100), 총부양인구비((A+C)/B*100), 고령화 지
수(C/A*100), 잠재지원비(B/D*100), 부모지원비(D/50-64세 인구*100) 등을 구하여 인구의
각종 부양 및 지원과 관련된 구조를 파악한다.
어떤 인구가 젊은 인구냐 아니면 나이든 인구냐를 살피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인구
의 중위연령, 즉 인구를 나이순으로 배열했을 때 50%째에 도달하는 인구의 나이 값을 구하
는 것이다. 이와 함께 25%와 75%에 달하는 인구의 나이를 구하면 그 인구의 연령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연령의 사회적 의미
연령의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연령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달라지고 지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나이에 무슨 역할이 부여되는지, 또 실제 지위가 주어지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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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그 인구의 연령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가령 사회마다 기대 혼인연령이 있는데, 그
것은 그 인구의 연령구조가 바뀌면서 변한다. 인구의 평균연령이 낮은 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이 일찍 시작되고 혼인도 일찍 한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회적 위세가 부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의 중위연령은 20세가 채 안 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에는 거
의 35세에 가까워졌다. 따라서 나이의 중요성도 달라졌다. 1960년경에는 40세가 넘으면 중
진, 50세에 이르면 원로가 되었으나, 이제는 40세는 애송이로 여겨지고 70세가 되어도 원
로 소리를 듣기 어렵다. 이는 한마디로 인구의 연령구조와 상태가 바뀌면, 사회제도 또한
불가피하게 변하게 됨을 뜻한다. 동일한 사회제도가 작동한다 할지라도 그 인구의 연령구조
가 바뀌면 제도의 의미도 바뀐다. 가령 20세 이상의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제도
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1970년까지만 해도 50% 인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으
나, 이제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크게 오름에 따라 90% 이상의 인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었다.

♣ 연습문제
1.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센서스(총조사)의 원칙을 알아보자.
2. 우리나라에서는 전쟁기간 또는 혼란기에 속하는 1944년, 1949년, 1955년에 인구
센서스가 있었다. 이들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자.
3.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조기퇴직의 문제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과잉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과소상태에 있는가?
그 이유는?
4. 현재 지구적인 기상이변은 생태(학적)위기의 한 단면으로 얘기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는지구생태계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렇다면 인구위기가 어떻게 생태(학적)위
기와 연관되는지 논의 해보자.
5.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선진국에서는 도시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여기에서 “이민자 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6.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스킨헤드”들이 유색인종 또는 이민자 집단을
공격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인구문제와 연관해 이러한 현
상을 설명해보자.
7. 우리나라의 인구변천 과정을 알아보자. 서구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8. UN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변천은 어떤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역별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9. 연령의 사회적 의미를 주어진 인구의 연령구조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 가령 중
위연령과 교육수준의 변화 또는 경제활동 시작 연령의 변화의 관계를 따져보자.
♣ 용어
인구센서스(또는 인구총조사), 연앙인구, 주민등록인구, 신고통계, 적정인구, 과잉인
구, 과소인구, 최대인구, 최소인구, 인구위기, 생태(학적)위기, 출산억제정책, 국제인
구이동, 인구딜레마,ㅜ인구변천, 인구안정, 인구분포, 인구피라미드, 부양인구비, 고
령화 지수, 중위연령, 사회경제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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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세기 후반의 세계 인구 상황
한 나라의 인구변동은 출생과 사망,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인구의 이동, 즉 이민
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인구 총수는 물론, 인구의 구조도 이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인
구변동의 구체적 양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인구는 세계적으로 지역, 발전 정도,
그리고 언어와 종교를 포괄하는 문화권에 따라 비슷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
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인구변동은 여러 가지 지수를 이용해 고찰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총인구성장률
또는 자연인구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인구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
산수준이 됨에 따라 총출산율을 사용해 인구변동의 의미를 살피는 경향이 널리 관찰된다.
그러나 이 지수들은 자체적인 인구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인구가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여성의 한 재생산 집단이 다음 재생산 집단으로 완전히 대치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한 세대
(약 30년)에 걸친 인구의 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순재생산율의 사용이다. 순재생산율은 출
산과 사망에 대한 연령별 자료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쉽게 작성하기가 어려워,
실제 인구문제의 논의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계는 크
지만, UN의 국가, 대륙, 발전지역별 인구추계에 포함되어 있는 순재생산율을 주로 사용하여
인구성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1. 발전단계에 따른 차이
지구적으로 볼 때, 인구의 변동은 우선 선진국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거의 모든 선진국의 인구가 “전통적 안정성-인구증가로 인
한 불안정성-근대적 안정성”으로 대표되는 제1인구변천을 마치거나, 변천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인 인구상태 또는 사망수준의 저하에 따른 빠르
고 폭발적인 인구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세계인구 위기에 대한 경고가 선진국
들과 UN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고, 인위적인 출산력 저하를 통한 개발도상국 인구통제가
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1-1. 1950년대 초반: 폭풍 전야

전통적 상태
UN의 2008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1950년대에 선진국을 제외한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회들은 인구가 한 세대에 배가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2를 전후한 높은 순(인구)재생산율
(대체로 1.7-2.5)을 보였다. 인구변천이론에 따르면 전통 미개발 사회의 순재생산율은 1에
가까운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의 1950년대 높은 재생산 수준을 어떻게 설
명할 것인가? 당시 재생산수준은 출산수준보다는 사망수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것은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출산력변천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으나, 그들을 식민지로 경영하던 선진
국으로부터의 보건 및 의료 시설과 의약품을 도입하여 빠른 사망력변천을 경험하였기 때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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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세계 발전지역별 총출산율, 평균수명 및 순재생산율, 1950-2005
총출산율

평균수명

순재생산율

1950-

1975-

2000-

1950-

1975-

2000-

1950-

1975-

2000-

1955

1980

2005

1955

1980

2005

1955

1980

2005

세계

4.92

3.83

2.67

46.6

60.2

66.4

1.66

1.59

1.13

선진국

2.82

1.94

1.58

66.0

72.1

75.8

1.27

0.91

0.75

개도국

5.92

4.25

2.61

41.7

59.2

66.6

1.87

1.79

1.13

저개발국

6.61

6.61

4.78

36.4

45.9

54.0

1.81

2.21

1.83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20세기 중반에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은 제1인구변천의 1단계, 즉 급속한 인
구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잠재적인 위협은, 선진국과의 인구비로 볼 때, 대단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망력의 급속한 저하로 인한 재생산수준의 급등은 “생명혁명”으로 규
정되었고, 그 잠재적인 위협은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진 “인구폭탄”으로 관념화
되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적인 인구위기 의식이 급속이 전파되고, 전 세계적인
출산억제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선진국의 상태
1950년대 선진국의 인구상태는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과는 대조적이었다. 유럽, 북미 나라
들과 일본으로 구성된 소위 “선진국”들은 제1인구변천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2차 세
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재생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0.85의 세계 최저의 수준을 기록
하였다. 그리고 영국, 그리스, 라트비아, 이태리, 스웨덴 등도 이미 인구 재생산수준에 도달
하였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1.2~1.3의 비교적 낮은 성장 잠재력을 보였다. 그러
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비유럽 국가들과, 폴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는 1.6~1.7
의 높은 순재생산율을 보였다. 다시 말해,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인구변천은 주어진 나라
의 발전 또는 산업화 정도 뿐 아니라 지역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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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상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열강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들 나라들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나눌 때,
이 둘은 인구추세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시아와 중남미 나라들로 대표되는 신생
개도국들은 인구변동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변동을 겪는가하면, 아프리카 나라들로 구성된
신생 저개발국들은 전통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
는, 출산억제에 대한 관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서구의 선진 의약품의 도입으로 사망
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출산수준이 올라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
다. 갑자기 다가온 인구변천의 결과, 이들 나라는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된다. 1950년대 초
반의 순재생산율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발도상사회의 인구증가 잠재력은 한 재생산세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87%인데 반해 선진국의 경우는 27%에 불과해 그 차이가 약 3배를
넘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수준은 주로 사망력 차이로 인해 저개발국의 81%에 비해서도
높았다. 당시 개발도상국의 출생수준과 사망수준을 선진국 및 저개발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선진국과의 성장잠재력의 차이는 전적으로 출산수준의 차이에 의해, 그리고 저개발국과의
차이는 사망수준의 차이로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저개발국의 경우
그러면 1950년대 저개발국들은 전통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들 지
역도 개발도상지역에 버금가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전통적
으로 매우 높은 출산율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사망수준의 변화 없이는 불
가능하다. 비록 당시 이들 국가들의 평균수명이 36.4세로 매우 낮았으나, 이와 같은 높은
성장잠재력은 이 평균수명으로 대표되는 사망수준이 전통적 사망수준에서는 상당히 탈피한
것임을 알려준다. 이로 미루어 이들 국가에서 인구변천이 시작되기 이전의 평균수명은
25-30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저개발국에서도 1950년대 초에는 이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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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의 첫 단계인 사망력변천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은 개발도
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온 기적의 의약품들과 방역체계의 도입임을 짐작케 한다.
1-2. 1970년대 후반: 요동하는 세계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는 지속적인 인구변동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
양상은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개발도상사회에서 가족계획사업이 도입되고 빠
른 출산력의 저하가 시작되지만 인구성장 잠재력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별로 변하지 않
고 있다. 그것은 출산수준의 저하에 의한 인구성장 잠재력 저하의 효과가 사망력의 급속한
저하 또는 평균수명의 빠른 상승으로 상쇄된데 기인한다. 한편 저개발 지역에서는 출산은
매우 높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사망의 위험률은 계속 낮아져, 오히려 인구성장 잠
재력은 상승하였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인구성장 잠재력에서 볼 때, 1950-55년과 1975-80
년에 걸치는 25년 사이에 인구현상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사이에 보다 뚜렷한 차
이를 보여준다. 선진국은 잠재력의 급속한 저하를, 개도국은 약간의 저하를, 그리고 저개발
국은 상당한 상승을 보였다.
<표2> 선택된 국가들의 1950-1955년 기간의 순재생산율에 따른 1975-1980년 기간의 순재생산율
1950-1955년
기간의
순재생산율

1975-1980년 기간의 순재생산율
1.0 미만

1.0-1.3 미만

1.1 미만

이태리, 스웨덴.
라트비아, 영국,
독일

그리스

1.1-1.4 미만

프랑스, 일본,
러시아

체코, 스페인,
리투아니아

1.4-1.7 미만

미국

폴란드

1.7-2.0 미만

캐나다, 마카오

홍콩, 한국

2.0 이상

싱가포르

1.3-1.7 미만

1.7-2.0 미만

2.0 이상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태국,
나이지리아,
터키

이집트, 멕시코,
파키스탄, 이란,
필리핀, 남아공

중국,
이스라엘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선진국과 동아시아
선진국에서는 이미 낮은 재생산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한편, 수준의 지역별 국가별 차이
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선진지역 가운데 오세
아니아와 남유럽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는 재생산 이하에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북
미, 동유럽 및 서유럽의 순재생율의 저하가 괄목할만하다. 나라별로는 캐나다, 미국, 폴란드,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한국 등의 재생산율 저하가 눈에 뜨인다. 즉 1960-70년대의 재생
산수준의 급격한 하강은 대체로 북미지역과 동아시아 유교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나라는 70%대의 재생산 수준을 기록한 독일과 스웨덴이었고, 80%대의
인구성장 잠재력을 기록한 나라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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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발도상국
1950-80년에 이르는 사이 제1인구변천을 끝냈거나 거의 막바지에 이른 선진국은 인구
재생산 수준에 있어 수렴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이제 출산력 변천이 시작된 개발
도상국의 인구성장 잠재력은 변천의 시점 및 속도와 연관하여 국가간 차이가 오히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교권 국가들과 다른 지역의
비유교권 국가들이 대비된다.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중국의 인구성장 잠재력
은 이 시기 단일 권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비유교권, 비동아시아
권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빠른 순재생산율 저하를 기록했다. 반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순재생산율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재생산수준의 상승을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로는, 파키스
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이
기간 서로 상반된 경험을 하여 국가들 사이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
었고, 일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재생산 수준을 보이는 국가군에 편입하게 된 반면 많은
나라들은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저개발국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저개발국들은 1960년을 전후로 해서 시작된 세계적인
출산력저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역이나 대륙과도 달리, 오히려 20%가 넘는 인
구성장잠재력의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출산수준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출산수준의 변화를 말해주는 총출산율은 1950-55년과 1975-80년 사이에 거의 변하
지 않았다. 이는 인구성장 잠재력(또는 순재생산율)의 변화가 오직 사망력 저하에 힘입은
것임을 뜻한다. UN의 추계에 따르면, 이 두 시점 사이에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38.7세에
서 48.6세로 약 10세가량 연장되었다(<표1> 참조).
1-3. 21세기의 문턱을 넘으면서: 새로운 전개
UN의 추계에 따르면, 여성이 한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인구가 현재에 비해 얼마나 더 많
아 질지를 보여주는 인구성장 잠재력은 세계 전체로 볼 때 1950년대 초반에는 66%(약 30
년 기간에 66%증가)에 이르렀고, 1975-80년에는 약간 줄어, 59%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처음 5년 기간에 대한 추계자료는 성장잠재력이 13%로 급감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전 지구적인 출산력 저하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4세기 동안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출산수준 저하가 가장 두드러졌고, 이미 재생산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였던 선진국에서도 출
산율은 계속 빠른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개발국에서도 재생산수준이 떨어지
는 현상이 나타나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는 인구의
빠른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이 세계는
제1인구변천과 제2인구변천이 공존하는 장이 되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두 가지
인구변천이 서로 연관되는 것이냐의 여부에 쏠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인구문제
에 대한 논의는 잘못된 것이거나 제한된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 되며,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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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재생산 인구는 신화인가?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경에 인구재생산 수준에 도달한 출산율은 이후 계속 낮아져
새 밀레니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순재생산율이 0.75 수준까지 떨어진다. 인구이동의 효과
를 빼고 인구가 매 30년마다 25%의 감소가 나타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 전체 평균이 이렇게까지 저하한 일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상태는 선진지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1975-80년 가장 낮은 수준을 보
이던 서유럽과 북유럽은 약간의 감소를 기록해 순재생산율이 0.8을 전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당시 재생산 수준을 유지하던 동유럽과 남유럽의 경우 0.6대로 낮아졌다. 20세
기 마지막 4분기에 유럽의 인구현상은, 그 이전 4분기와는 달리,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사이에 분화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10% 이내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 후자의 경우
40% 가까운 감소를 보였다. 이 가운데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해체가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서구와 북구는 복지를 통한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
력의 저하를 막는 데 상당히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과는 달리 다른 대륙, 즉 북미와
오세아니아에서는 재생산수준이 1가까이로 움직여 갔다.
<표3> 선택된 국가들의 1975-1980년 기간의 순재생산율에 따른 2000-2005년 기간의 순재생산율
1975-1980년
기간의
순재생산율

1.0 미만

1.0-1.3 미만

2000-2005년 기간의 순재생산율
0.7 미만
마카오, 이태리,
일본, 라트비아,
싱가포르, 독일,
러시아
홍콩, 그리스,
체코, 폴란드,
리투아니아,
한국, 스페인

0.7-1.0 미만

1.0-1.2 미만

1.2-1.5 미만

1.5 이상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1.3-1.7 미만

중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스라엘

1.7-2.0 미만

태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2.0 이상

이란

멕시코, 베트남

남아공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선진사회에서 현재 비교적 높은 재생산 수준을 보이고 있는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도 국가
들 사이에 분화가 나타난다. 가령 프랑스, 영국, 스웨덴은 0.8-0.9의 높은 수준을,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0.6대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럽 전체를 총괄할 때, 이곳에서는 출산
과 재생산 수준이 복지의 수준, 그리고 사회의 가족주의적 성향의 강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남유럽, 독일과 같이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복지가 가족주의적 관념을
존중하는 곳에서는 출산수준이 매우 낮고,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사회와 복지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비교적 재생산 수준이나 그에 가까운 수준의 출산력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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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재생산 수준의 인구
2000-05년 현재의 인구추정에 따르면, 선진국은 인구 재생산위기에 깊이 빠져있지만 전
반적으로 순재생산율의 저하속도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저개발국은, 순재생산율이 계속 떨
어지기는 하지만 아직 1950-55년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 세대에 걸쳐 80%가 넘는 매우
높은 인구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비해 개발도상사회는 20세기 4/4분기에 훨씬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사회를 포괄하고 있는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지난 25년간에
35-40%의 순재생산율 감소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특구로 구별되는 마카오와 홍콩
은, 인구규모가 작아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지만, 재생산수준이 지난 4반세기에 급격히
떨어져 인구는 40%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이 기간에 가장 빠
른 재생산 수준의 저하 폭과 율을 기록한 것은 이란과 한국, 베트남, 멕시코, 태국 등 대부
분이 아시아의 국가들이다. 이란은 2.58에서 0.98로, 한국은 1.29에서 0.57로, 베트남은
2.29에서 1.06으로, 멕시코는 2.32에서 1.14로, 태국은 1.70에서 0.85로 급감하였다.
개발도상사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곳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세기의 마지막
4분기에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재생산 수준의 저하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
속하는 마카오, 홍콩, 한국은 2000-05년 사이에 세계 최저의 순재생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도 0.63의 낮은 수준을, 중국은 이들 보다는 높지만 서유럽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성 이외에, 이들은 모두가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거
나, 다른 나라들 보다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를
포함해, 이들은 모두 유교적 배경을 가진 나라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저개발국: 출산력 변천의 시작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제1출산력변천을 마친 1980년 이후에 비로
소, 전통적으로 높은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즉 제1출산력변천이 시작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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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2000-05년 현재에도 평균적으로 총출산율은 4.8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전반적인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있는 개발도상국의 출산수준이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가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과는 달리, 전쟁이나 극도의 빈곤으로 고통
을 당하고 있는 저개발국들의 출산수준 변화속도는 아직 거북이 걸음이다.
이들 나라들은 아직도 빠른 인구성장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출산력의 저하에도 불구하
고 인구재생산 수준은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세
기 3/4분기 세계 인구성장에서 개발도상사회가 가장 큰 몫을 담당했다면, 이후에는 인구증
가에서 저개발지역이 차지하는 몫은 급증하고, 선진국의 공헌은 더더욱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연령구조의 변화
2-1. 연령구조 변화의 맥락

인구변천과 인구의 연령구조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반드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연령별 출산율이나
사망률이 안정되어 있다면, 인구성장의 속도는 물론 인구구조도 안정된다. 다시 말해 한 사
회의 인구구조는, 인구이동의 영향이 미미할 때에는, 그 사회의 출산수준의 변화는 물론, 사
망수준의 전반적 변화와 그 효과의 연령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사망수준이 떨어지
면 인구의 중위연령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망력 변천의
초기에는 흔히 반대의 현상이 관찰된다. 그것은 사망력 저하의 가장 큰 효과가 주로 전통사
회에서는 제일 사망력이 높은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연령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령 집
단별로는 초기 사망력의 저하는 주로 아동연령층의 비율을 높이고, 제1변천 후기 사망력 저
하는 반대로 나이든 연령층의 비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인구변천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사회 모든 영역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주된 이유는 아마
도 학문과 전공의 세분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인구학에서 인구구조에 대한
논의는 혼인과 관련된 인구의 연령분포 및 혼인 연령,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양대상인구의
분포와 비율, 가구 및 가족 구성, 그리고 학령인구추세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인구구조의 사회적 의미
그러나 오늘날 인구구조와 연관하여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인구의 연령구조가
사회조직에 대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역할 규정의 변화이다. 산업화, 도
시화, 인구변동, 사회조직, 가치관은 서로 맞물려있고, 따라서 이들의 변화는 연쇄적 또는
동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선진사회의 일반적
인 경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발도상사회나 저개발 사회의 경우에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다른 부문과 별로 관계없이 인구의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인구와 기존의 사회
조직, 가치관, 개인의 사회적 역할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급격한 인구변동은 세대들 사이에
삶의 조망을 다르게 만든다. 가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은 가족의 부양을 기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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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것은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신들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의 수
가 늘어나고, 아마도 부모부양의 부담으로 자녀를 적게 낳아, 자녀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출산수준 변화의 세대적인 순환효과는 결과적으로 사회
적으로 노후를 “사회적 부양”에 의존하도록 하는 관념을 발전시킨다. 한편, 길어지는 평균
수명으로 많은 퇴직자들은 점점 오랜 기간을 가족과 사회에 의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
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 사
이의 이해관계는 세대의 정치 또는 세대갈등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지금은 건강한 노후생
활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건강이 증진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고
개를 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저출산으로 이미 학령아동의 숫자는 급격히 줄기 시작해
기존의 교육제도와 체계는 전면적인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제도와 체계의 긴장은 우리의 생애사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어
떤 일관된 단일 과정의 삶에 대한 기대는 의미를 잃고, 사람들은 벌써 단절적이고 이질적인
삶의 과정을 전망하기 시작했다. 평생직장, 단란한 가족, 형제의 우애, 이웃과의 선린관계,
애국심 등의 어휘는 이미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
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근대화 또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바로 인구의 변천과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리하
고 있다. 실상, 서구사회에서조차,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해체의 현상으로 여겨지는 이
러한 변화는 제2인구변천이 시작된 20세기 후반의 일이기도 하다.
2-2. 인구의 평균연령

전통사회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에서 인구의 평균연령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19세 전후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1950년 현재 세계적으로 저개발 사회의 평균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출산력은 전통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사망력의 저하를 경험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의
개발도상국들의 인구는 22세의 평균(중위)연령을, 그리고 제1출산력변천의 후기에 와있던
선진국들은 29세의 평균연령을 보인 것으로 UN은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위연령의 지역
들 사이의 차이는 지역의 발달 정도에 비례한다. 선진지역의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중위
연령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이 지역의 출산수준과 사망수준에 의해, 즉 인구 재
생산수준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개발도상지역과 저개발지역의 경우 같은 맥락의 설명에
는 문제가 있다. 저개발지역에서는 오히려 높은 사망력이 아동연령층의 규모를 크게 줄여
인구의 평균연령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은 이들 지역의
1975년의 중위연령을 보면 알 수 있다.

낮아지는 평균연령
1950년 19.5세였던 저개발지역 인구의 중위연령은 1975년에는 17.6세로 떨어진다. 이
는 바로 초기 사망력변천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사망력 저하(평균수명이
1950-75년 사이에 36.4에서 45.9로 증가함)의 효과가 아동연령층에 집중된 데 기인한다.
그러나 1950-75년 사이에는 개발도상국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관찰된다. 중위연령
이 21.9세에서 19.6세로 줄고 있다. 여기에는 초기 출산력변천의 효과도 함께 개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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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평균수명을 1950년의 41.7세에서 1975년 59.2세로 끌어올린 가파
른 사망수준의 감소다. 평균수명의 상승은 인구의 중위연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보통이나, 당시의 상황은 특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당시 개발도상지역과 저개발지
역의 사망력 저하가 주로 기적의 약으로 불리는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의 보급에 크게 의존하
였고, 이는 아동연령층의 대표적인 사인인 각종 전염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것이
었다(가령, 1950-55년과 1975-80년 사이에 영아사망률은 저개발지역에서는 출생아 1000
명당 194명에서 136명으로, 개발도상지역에서는 171명에서 84명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
들 지역의 당시 사망력저하는 아동연령층 인구의 급증을 야기하였고, 이것이 인구의 평균연
령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제1출산력변천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그리고 1950-55년 66세였던 평균수명이 1975-80년 72세로 늘어난 선지지역에서는, 이
둘의 복합적 효과로서 인구의 중위연령도 1950-75년 사이에 29.0세에서 31.1세로 늘었다.
전 지구적으로는 이 기간 인구는 평균연령이 24세에서 22.2세로 상당히 젊어졌다.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평균연령의 상승
20세기 마지막 25년 동안 세계적으로 인구의 평균(중위)연령은 22.4세에서 26.6세로
4.2세 증가하였다. 그리고 증가는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의 폭은 선진지역
6.2세, 개발도상지역 5.4세, 저개발지역 0.8세로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선진지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비해, 저개발지역에서는 아직도 인구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다. 한편 개발도상지역의 경우 이제 본격적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은 지역의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주로 출산력 변동의 의해 설명된다(이 기간 이들 모든 지역에서 순재생산율 변화의 거의 대
부분이 출산력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평균연령이 올라가면 인구의 부양부담은 적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평균연령과 부양부담 사이의 역 상관관계는 20세기까지는 무리 없이 적용된
다. 그러나 21세기의 상황은 다르다. 평균연령이 올라가면 소년 부양부담은 경감되나. 반대
로 노년 부담은 커진다. 총 부담은 이 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소념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나 지역에서는 인구의 평균연령의 상승은 총 부양인구부담은 줄어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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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세계 지역별 소년, 노년, 총 부양인구비 추계, 1950-2050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되나,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총부담도 늘게 된다. 이러한 평균연령의 상
승에 따라 총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은 선진사회에서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개발도상
사회에서도 2030년경부터는 일반화될 전망이다. 평균연령 35-40세가 그 분기점이 되고 있
다.
어느 지역이든 평균연령이 어느 지점 이상 올라가면, 즉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노년 부양부담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또는 평균연령의 변화로 인
한 부양인구구조의 문제는 총 부양부담보다는 소년 부양부담과 노년 부양부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평균연령의 상승이 거의 예외 없이 소년부양 부담은 줄이고 노
년부양 부담은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력 공급과 관련된 인구변천의
사회적·경제적 의미는 명백해진다.

세계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른 차이
인구의 평균연령 추세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75년 사이에 부양인구구조
의 변화 방향은 선진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지역에서는 별 변
화를 보이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다. 20세기 후반 선진지역의 총
부양부담은 별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부양부담을 소년층인구와 노년층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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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보면 변화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소년 부양부담은 인구재생산 수준이 1 이하로 떨어
진, 그리고 계속 저하를 보인, 1975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빠른 감소를 보인 반면, 노년 부
양부담은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1975년 총 부양인구의 70%를 차지하던 소년 부양인구의
비중은 현재 약 50% 가량으로 줄고 있다.
개발도상지역에서는 소년 부양인구비는 빠르게 감소하는 데 반해, 노년 부양인구비는 매
우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뿐이다. 그리나 총 부양인구비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
다. 저발전지역의 경우 소년 부양인구 부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아직도 매우 높은 수
준을 유지하여, 지역들 사이의 발전 정도에 따른 격차를 실감케 한다.
2-4. 고령화의 추세
고령화의 추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고령인
구 또는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피는 것이다. 또는 인구의 평균(중위)연령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인구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인구의 재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의미의 파악에는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또한 평균연령의 변화는 연령구조
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노동력의 관념에서 볼 때,
소년 부양인구와 노년 부양인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 전자는 미래 투자의 성격을
가지지만, 후자는 의존적인 소비의 특성을 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고령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소년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로 계산하
는 “고령화 지수”다.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만약 우리가 높은 고령화 지수를, 흔히 선진국 인구 논의에서 그렇게 하듯이, 현대 인구
의 위기로 파악한다면, 선진사회에서는 새로운 인구위기가 1975년 이후, 즉 인구의 순재생
산율이 1이하로 떨어진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위기는 빠른 속도로 증폭될 것으
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는 현재까지는 그리 심각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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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구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미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인구재생산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에서는 인구위기 상황으로의 진행 또한 매우 빠르다.
고령화 지수를 중심으로 살필 때,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해당지역(주로 선진지역과 동아
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역과 나라의 단순한 존립
뿐 아니라 문화와 문명의 포기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선진사회들이
세계 인구팽창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파악하여, 세계 인구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
을 지키려 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문명과 삶에 대한 위협의 근원을 오히려 자신들로부터
찾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곧 선진사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현대적 인구위
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개발도상사회들의 앞으로의 운명 예측이 만만치 않다. 그 선두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 연습문제
1. 20세기 후반에 부각된 두 가지 종류의 인구위기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것이 인구
변천이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자.
2.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발전단계에 따라 묶을 때, 인구변천단계와 국가의 발전단계와
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제시해보자.
3. 동아시아지역의 인구변천의 특징을 개괄하고, 무엇이 그 배경적 요소를 이루는지
생각해보자.
4. 어떤 한 나라를 선택해, 인구변천이 어떻게 인구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알
아보자.
5. 인구의 (연령)구조가 사회제도에 대해 갖는 의미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
자.
6. 오늘날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 또는 노인인구라 부른다. 고령인구가 10%
미만인 사회와 30%가 넘는 사회를 택해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활동을 비
교 고찰하라.
♣ 용어
인구변동, 인구성장, 인구추계, 총출산율, 평균수명, 순재생산율, 세대, 제1인구변천,
제2인구변천, 사망력변천. 출산력변천, 생명혁명, 인구폭탄, 발전단계. 동아시아, 유
교권, 인구구조, 인구의 연령구조, 평균연령, 초저출산, 사회적 부양, 세대갈등, 생애
사적 관점, 제2인구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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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의 인구변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전통적인 안정 상태에서 벗어나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14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시대 500여년
사이에 인구는 약 570만에서 1750만으로 3배가량 늘었다. 이를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하면
0.22%가 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인구는 지난 100년간 약 1750만에서 7290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해 1.4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인구의 증가는 인구변
천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의 인구는 빠른, 그것도 매우 빠른,
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비가 좀 많이 오면 강물이 풍성해 지고, 적게 오면 줄지만
그래도 졸졸 안정되게 흐르던 강이, 갑작스런 홍수로 넘치다가, 이제는 극심한 가뭄으로 말
라가는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격이다. 물이 갑자기 불자, 우리는 범람을 막기에 정신이 없었
고, 이제 극심한 장기 가뭄 예보가 나오자 가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1. 인구의 범람: 제1인구변천
1-1. 맬서스적 딜레마
조선조 시대의 인구현상은 인구변천 이전 단계의 전형적인 형태를 대표한다. 정국이 안
정되고 농업이 발달하면, 의료도 발달하고 사망도 어느 정도 통제되어 인구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인구가 늘면 식량이 부족
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것은 농업이 발전하더라도 그로 인한 식량의 증산이 인구증
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안과 식량의 부족은 사망력 증가로 이어
진다. 사회적 불안이 심해지면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 단기간에 커다란 인구감소가 나타나기
도 한다. 맬서스는 이러한 인구의 성장과 감소의 순환현상과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악덕,

자료: 권태환·김두섭 2007.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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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우리나라의 총출산율, 순재생산율 및 평균수명의 추세: 1925-2010
19251930

19351940

19551960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52010

총출산율

6.20

6.21

6.29

4.71

2.92

1.60

1.51

1.22

순재생산율

1.68

1.86

2.27

1.89

1.29

0.72

0.71

0.57

평균수명

37.4

40.8

50.3

57.6

64.6

69.8

74.4

79.4

자료: 1925-1940: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281-288; 1960-2050: http//www.kosis.kr(국가통계포탈), 2010.

가난, 질병의 만연을 인간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자연적인 귀결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인구는 맬서스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인구가 전통적인 사회로서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인다. 약 200년간
에 걸친 인구증가는 사회에 맬서스적인 딜레마를 만연시켜 백성들은 식량부족과 질병의 만
연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도 약해져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인구는 크게 줄었다. 그 후, 농업 및 의료의 발달로 18세기 중엽까지 약 100
년간, 감소의 기간도 있기는 하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반세기의 정체를 거친
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식량은 부족해지고, 가난과 질병,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다시 사
회불안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19세기 말 동학혁명으로 귀결되는 각종 봉기가 창궐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합병이 이루어지기까지 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된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우리나라는 “인구수의 성장->인구 압력의 증가->인구수의 감소->인구 압력의 감소->인구
수의 증가”의 순환을 계속하면서, 한번 순환할 때마다 농업과 의료체계의 개선으로 인구 수
용능력을 키워왔다.
1-2. 사망력변천과 그 역동성
20세기 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망력의 지속적인 저하를 경
험하게 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1000명의 아기가 때어나면 돌이 되기 전에 200명 이상이
죽었고 5세에 도달하는 경우가 70%도 되지 못했다. 평균 수명은 35세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조 말부터 서양의학의 도입과 천연두 예방의 실시, 그리고
식민지 정부의 새로운 보건제도의 도입으로, 높은 사망의 위험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
다. 결과적으로 일본 지배 말기에 이르면, 평균수명은 45세 가까이에 이르고, 영아사망율은
150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즉 사망력변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출산력은 별로 변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인구는 점진적으
로 증가하지 시작했다. 이미 조선조 말기에 높은 인구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를 보
이던 한국 사회로서는, 경제발전이 없는 극도의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인구증
가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가 인구의 해외로의 이주 또는 탈출이었
다. 19세기 말에 중국 간도(연변지역)로의 인구 탈출이, 20세기 초엽에 미국 하와이로의 노
동이민이 시작되었고, 1920년경부터는 만주로의 농업이동과 일본으로의 노동이동이 대규모
로 발생하였는데, 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해외동포 사회의 기초를 놓았다. 식민지시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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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주자 총수는 약 400만에 달하였다. 이는 조선인 매 7.5명당 1명꼴로 그리고 식민지시
대 증가한 인구의 절반이 이주한 셈이 된다. 여하간 당시 사망력변천은 한국 인구에는 회오
리바람과 같은 역동성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이 역동성은 항상 예측을 불허하는, 변화무쌍
한 이후 한국 인구과정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3. 혼란과 혼동의 시대
1945년 한국의 해방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함께 갑자기 다가왔다. 그 후
한국은 남북분단,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소위 혼란과 절망의 시대를 맞게 된다. 각종 불안과
혼란에 한 몫을 하게 된 것이 인구다.
먼저 해방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과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대량 귀환이동을 촉발하였
다. 또한 해방 이후 남북갈등과 분단은 전에 남한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대량 귀환도 가져왔다. 이들을 고려하여, 해방 직후부터 1948년까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한지역으로 들어온 귀환자는 약 200-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전쟁과 갑작스런 해방으로 모든 것이 마비된 시기에, 단기간에 발생한 당시인구의
12-15%에 달하는 인구 유입은 남한으로서는 갑자기 인구폭탄을 맞는 격이었다. 경제는 마
비되었고, 사회는 피폐해지고, 정국은 매우 불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3년의 전쟁기간에 인구는 150만이 넘는
많은 추가 사망과 출생수의 절대적인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북한으
로부터 약 70만에 달하는 피난민의 유입이 있었으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잡혀가거나 넘어간
사람의 수도 30만 가까이 되어, 인구이동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53년 전쟁
이 끝나자 아기 붐이 발생해 출생이 크게 늘고, 항생물질이 널리 보급되고 각종 살충제의
대량 살포로, 전염병이 통제되어, 다시 사망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55-60년
사이에 인구는 연평균 3% 정도로 급증하였고, 이는 이미 커다란 인구 압력 아래 놓여 있
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리고 해외로의 이주의 길도 막힌 나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집집마다 애들로 넘치고, 많은 부부가 애를 더 이상 갖지 않으려고 온갖 수
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로서는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
한 과제였다. 196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다시 인구폭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
이다.
1-4. 매우 빠른 출산력변천
UN의 권고, 국제적인 압력, 국가적 요구가 합쳐져, 우리나라 정부는 1962년부터 가족계
획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채택하여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한다. 시민들의 저출산 요구
에 잘 부응한 이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별 저항 없이 진행되었다. 출산율은
급속도로 떨어졌고, 모든 인구학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의 예측을 어기고, 출산력은 변천을 시
작한지 불과 25년도 채 안되어 높은 전통적인 수준에서 낮은 인구재생산 수준까지 떨어졌
다. 1960-85년 사이에 총출산율은 6명에서 2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사망력도 계속 빠른 속
도로 떨어졌으나, 총출생율 감소의 속도가 사망률 저하의 효과를 흡수하고도 남아, 인구의
순재생산율은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까지 떨어졌다. 즉 25
년 사이에, 인구가 약 30년 기간에 배 이상 느는 상황에서 제자리걸음도 하지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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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놀랍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우리나라 인구의 제1변천은 마
무리된다.
인구변천, 특히 출산력변천은 발전 또는 근대화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
우 인구변천은 물론 출산력변천도 경제발전이나 사회의 근대화를 앞질러 갔다. 그것은 빈곤
과 인구 압력이 출산력변천의 원인이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원래 정부의 출
산력 억제정책의 목적도 인구증가 억제를 통한 경제발전 도모에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
국의 인구 억제정책은 인구정책으로서는 물론 경제정책으로서도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
다. 여하간 인구변동과 경제발전, 사회의 근대화는 나란히 진행되었고, 인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재구조화의 한 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매우 빠른,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인구변천은, 각종 조정기제의 약화로, 우리 사회에 총체적인 혼란과 중층적인 갈
등을 야기하고 있다.

2. 제2의 인구변천, 아니면 한국 사회의 소멸?
얼마 전 영국의 한 저명한 신문은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기간에
인구 감소로 이 땅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의
인구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100년 후에는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20%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애가 별로 없는 노인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2-1. 변천의 끝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사회에서 제2인구변천으로 이름이 붙여진 새로운 인구현상―인
구이동이 없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 시대로 알려진 1960년대 후반에서 1970
년대 초반의 일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자본주의의 위기가 지속되고
1980년대 후반기부터 사회주의의 위기와 붕괴가 겹치면서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제2인
구변천 또는 출산력변천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인구이론에 포함되어진다.
그러나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제1변천과 제2변천은 중간에 마침표나 쉼표
가 없이 바로 연결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인구 재생산수준에 도달한 순재생산율은 바로 재
생산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추세는 부분적으로는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렸다. 그 결과 현재의 인구성장 잠재력은 세계 최하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력의 재생산수준 이하로의 깊은 침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직 찾기 어렵다.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나라에 따라서는 정책적 개입으로 어느 정도 출산력 상
승이 나타나지만, 그 수준이 재생산 위기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변천과 제2변천의 연속적인 빠른 진행은 아마도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 더해, 어느 정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급속한 제1변천의 진전 효과로 볼 수도 있
다. 자체적인 인구 압력이라는 동력도 강했는데, 보다 강력한 외부적인 힘이 출산력을 한
쪽으로 밀어붙여, 변천의 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벽에 충돌해
부서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만약 인구변천이, 맬서스의 이론에서와 같이,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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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긴장의 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다시 인구 안정과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정
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여하간 20세기 전반부에 최대인구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우리나라
인구가 반세기가 지난 이제 최소인구라는 새로운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서는 비
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2-2. 출산의 중간변수
최소인구의 위협은 젊은이들이 애기를 낳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녀출생은 거의가 혼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혼인한 부부는 평균적으로 자녀를 두
명 정도 갖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 사회의 출산수준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인구학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앞서, 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 조건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관심을 갖는다. 출산력을 설명하
는 중간변수라고도 하는 이들 요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1출산력 변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꼽히는 것은 우리사회에서는 주로 출산 행위에 들어가는 시점을 결정하는 혼인연령과 피
임과 낙태를 통한 “자발적인” 임신 및 출산억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은 다르다. 제2
출산력변천에서는 자발적인 요인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혼인과 연관된 결정이 중요한 요소
로, 그리고 “비자발적인” 요소로는 개인 또는 부부의 가임력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혼인제도와 행위: 만혼과 비혼
우리 사회에서 혼인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보편혼의 관념이 지배적이었
다. 보통 고출산 가치로 여겨지는 보편혼 규범은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약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초에 실시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 가운데 40%
가 넘는 비율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된다는 평생 독신 또는 비혼 허용적 태도를 보
였고, 1/4 정도가 아직 결혼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한편 1925년 15.9세, 1960년
21.5세였던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은 중단 없는 상승으로 2005년에는 28.8세에 이르렀고,
아직도 그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만혼과 아직도 지속되는 혼
인연령의 연장 경향은 계속 저출산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편혼 규범의 약
화 또는 비혼 관념의 빠른 확산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이외에 출산과 관련
된 요소로는 이혼과 배우자 사별로 인한 혼인의 해체가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요
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혼의 증가다. 이혼의 증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직·간접적으
로 출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출산에 노출된 집단의
규모를 줄임으로서, 간접적으로는 높아진 이혼의 가능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태도의 확산을
통해, 출산 억제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임력: 애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
과거에 우리나라 부부는 결혼 후 1-2년 안에 자녀가 없으면 몹시 불안해했고, 주위에서
는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오랜 기간
자녀를 낳기 위해 애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가임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날, 우리나라 젊은 부부의 가임 능력은 100쌍 가운데 적어도 95쌍이 아무
이상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애를 낳고 싶지 않아도 자꾸 생겨서 걱정이었다. 그러
나 지금은 다르다. 부모가 결혼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애 소식이 없는 젊은 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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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애를 낳아야지”하고 물으면, “애가 생겨야 낳지요”라는 대답을 듣기가 일쑤다. 조사 자
료에 따르면, 현재 가임력 손상으로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30%를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환경과 생활양식
의 변화가 그 주범이다. 거기에는 만혼, 혼외 성의 광범한 용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질적
으로 중요한 것은 식생활 변화, 환경오염, 스트레스의 증가다.
2-3. 사회적 환경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잘 키운 딸 하나가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는 1980년대 초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표어다. 당시
정부는, 이미 우리 사회가 제1출산력변천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가장 강력한 출
산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자녀를 하나만 낳고 단산수술을 하는 부부에게는 아파트 입주권
을 주는 등 소위 강력한 보상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저출산 보상제도가 없
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주거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자
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거꾸로 보상을 통해 자녀를 많이 낳게 하려고 한다. 아파트
입주권이나, 주택제공이 그렇게 좋은 출산조절 정책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
리나라의 1980년대 이후 아파트 붐과 주택정책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원흉이 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기 왕국: 공동체의 파괴
아파트 또는 부동산 투기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파괴와 개인주의의 확산, 사회적 불안과
서민의 좌절, 무한 경쟁과 부의 추구로 인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의 누적 등은 젊은 부부로
하여금 감히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하나 이상 원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등장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든 도시에서의 “원룸” 주거의 유행 또한 여러 가지로 혼인
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것
과는 대조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느끼는 자녀양육의 조건이나 시설은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친족가족이나 공동체가 사라진 지금, 과연 국가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부자 되세요!”가 새해 인사가 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누가 힘든 젊은이들
을 감싸고 내 자식같이 그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을까?
2-4. 자녀의 가치
자녀가 소중해서 적게 낳는가? 아니면 자녀가 불필요해서 출산을 기피하는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 선진사회에서는 혼인보다는 동거가 만연하게 되었다. 자녀가 생기
면 이혼한다는 조건으로 혼인을 하는가 하면, 삶의 보람을 가족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성취
에서 찾게 되면서, 자녀는 자동차, 고양이, 여행 등과 함께 선택에 있어 우선성의 문제로 전
락하였다. 그리고 자녀는 가족의 전제조건이 되기보다는, 여성의 모성의 문제로 바뀌었다.
여성이 혼인과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이들 제도를 밑바탕으로 한 사생아의 개념은 약
화되거나 사라졌고, 자녀를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도 바뀐다.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이러한 자녀에 대한 관점
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가 바뀐, 예로서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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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력이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녀는 불필요해 기피 대상이 되기보다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
문에 갖기 꺼리는 대상이다. 자녀는 잘 키워야하고,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없다. 자녀의 미래 성공과 출세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지
배적인 상태에서 부모들의 교육투자는 어려서부터 시작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상황에서 부모들은 어쩔 수없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비싼 사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
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어렵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는다.
예전에는 자녀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예전보다
더 “소중”해 졌지만, 자녀는 자산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물론 사회에도 수용하기 힘든 엄청
난 부담으로 바뀌었다. 국가가, 복지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대자녀수를 기대할 수 있나?
우리나라의 2005년도의 총출산율은 1.05(순재생산율 0.5미만)를 기록했다. 그러나 센서
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30-34세 여성들과 25-29세 여성들의 기대자
녀 수는 각각 1.89명과 1.76명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기대자녀수 만큼 자녀
를 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는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할 것임을 알려
준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다시 나온다: 보편혼이 지속될 수 있는가? 또는 비혼의 경
향은 어떻게 되는가?; 부부의 가임력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가?; 모성권 관념의
보급과 미혼 또는 비혼 출생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들에 대
한 대답은 총체적인 사회변동의 전망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3. 인구구조의 변천: 소년인구에서 장년인구로
우리 사회는 현재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일컬어
진다. 그러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눈
에 띠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인구변동을 지수
의 변화와 구조의 변화로 나눌 때, 앞의 것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까지는 빠르면 20
년 늦으면 60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인구재생산과 연관된 효과는 한 세대(약 30년)가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제2인구변천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의 발생은, 아직 시기상조이나,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3-1. 오늘의 상태: 더 좋을 수가 없다

1960년 이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인구변천의 결과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다. 1960년 이전의 연령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15-64세)인구의 비
중은 1925년의 56.8%에서 1960년 53.9%으로 약간 줄어든 대신, 소년 부양대상(0-14세)
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42.8%로 약간 늘었다. 반면 노년 부양대상(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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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25-1960: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281-288;
1980-2050: UN op.cit., pp. 718-719.

상) 인구의 비중은 4%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25-60년 사이, 전반적으로 피부
에 와 닿는 변동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소년부양(인구)비는 커지고 노년부양(인구)비는 작
아졌으나, 소년부양비의 변화의 폭이 더 넓어, 총부양비는 76.0%에서 85.8%로 10%포인트
가량 커졌다.

1960년 이후
그러나 1960년 이후, 즉 빠른 출산력변천이 시작된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
다. 1960-2010년의 5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노년 부양대상 인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소년 부양대상 인구의 비율은 낮아졌다. 이 사이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약 19%포
인트의 증가를 보여 2010년 현재 72.7%를 기록했고, 노년 부양대상 인구는 3.3%에서
11.0%로 그 비중이 늘었다. 반대로 소년 부양대상 인구비율의 경우 1960년 42.8%에서
2010년 16.2%로 크게 줄었다. 아직도 소년 부양대상 인구의 규모가 노년 부양대상 인구에
비해 크다.
한마디로, 노동력 공급 또는 재생산의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60년까지
최악의 전통적인 상태에서 약간씩 악화되다가, 1960년을 기점으로 바람직한 근대적 구조로
급속한 전환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제1출산력변천의 효과로 풀이된
다. 그러나 제2출산력변천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0년 이후의 상황은 다르다. 지속적으로
소년 부양대상 인구의 비율은 작아지고 노년 부양대상 인구의 비율은 커진다. 그러나 이제
까지 커지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빠른 감소를 시작한다. UN의 중위추계에 따르면 이는
1960년의 수준인 54%대로 줄어든다.

고령시대로의 진입
이러한 연령구조와 관련된 인구의 상태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소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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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25-1940: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281-288.
1960-2050:UN op.cit..

양대상 인구에 대한 노년 부양대상 인구의 비를 뜻하는 고령화지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지수는 1960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그 이후 2050년까지 지수곡선을 그리면서 증가한
다. 2010년 현재에는 100에 가까운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으나, 202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그리고 높은 고령화를 경험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구조는 우리의 역사상 가장 좋은, 그리
고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도 매우 바람직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태는
1990년경부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좋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매우
심각한 그리고 급박한 초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경고를 계속 발송하
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경고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곧 당
면하게 될 현실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3-2. 연령의 사회적 의미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 나이는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아니라
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나이에 따라 생리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사회적인 역할
과 기대가 달라진다. 청소년, 청장년, 중장년, 노년의 구분은 그것이 명확한 소위 과학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이러한 생애주기
개념을 인구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생애기간을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 생애기간은 연령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생물학적 성장단계를 가리키기
도,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반하는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
와 같이, 인구의 연령구조가 오랜 기간 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들 사이에
연관성이 높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변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다. 특
히 연령정의와 사회적 지위 사이의 개념적 연관성은 달라진다. 가령 20세에 결혼하여 자신
의 생식가족을 이루고, 40대에 자녀가 결혼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60대에 손자들이

- 32 -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는 사회와, 30세에 결혼하고, 60대에 손자녀
를 보고, 90대가 되어도 증손을 기대하기 힘든 사회 사이에 동일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
위와 역할을 상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인구의 50%가 20세 미만인 사회와 40세 미만
인 사회를 놓고 20대는 같은 20대, 40대는 같은 40대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은 상식
이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10%정도인 사회에 적합한 고용정책과 은퇴연령을, 60세 이상의
비율이 30% 또는 45%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떠할까? 인구의 연령구조가 점진적
으로 변화하면 이에 따른 제도적 조정은 비교적 쉽고 갈등은 약하다. 그러나 빠를 경우 제
도적 갈등과 변화의 긴박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1980년대까지 소년? 현재는 청년, 2050년에는 노년?
편의상 개인의 생애기간을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자.
그리고 연령에 따라 20세 미만을 소년기로, 20-40세를 청년기로, 40-60세를 장년기로, 그
리고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구분해보자. 1960년의 경우 이 구분에 따르면, 소년기 인구가
52%, 청년기 29%, 장년기 14%, 노년기 5%가 된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인구변천은 급격
한 인구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2000년에 20세 미만의 인구집단의 비율은 29%, 20-39
세는 36%, 40-59세는 24%, 그리고 60세 이상은 11%로 바뀐다. 더 나아가, 현재의 추세와
구조를 기초로 한 우리 정부의 추계 값에 의하면, 2025년에는 이들 인구집단의 비율이 소
년기 16%, 청년기 24%, 장년기 32%, 노년기 28%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연령
분포의 변화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소년인구의 성격을 가졌고, 2000년
을 전후로 하여 청년인구로 바뀌고, 2025년경에 이르면 장년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장래추계인구는 2050년경에 가면 60세 이상 인구가 45%에 달하는 노년인구
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60-70년이라는 현재 한
사람의 생애기간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에 소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

자료: 1925-1940: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281-288.
1960-2050: http//www.kosis.kr(국가통계포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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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는 8세가 되면 청년, 35세면 노년?
인구의 성격구분은 또한 4개 기간 집단이 똑같이 각기 인구의 1/4씩을 포괄하는 것으로
가정해 살필 수도 있다. 그러면 1/4위 값을 기준으로 소년기와 청년기가, 그리고 중위 값을
기준으로 청년기와 장년기가, 3/4위 값을 기초로 장년기와 노년기가 나뉜다. 이렇게 4개의
생애기간 구분을 동일한 인구수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집단으로 보면, 1960년에는 소년기가
7.5세에 끝나고, 7.5세에서 19세까지의 기간이 청년기가, 19-35세가 장년기가 되고, 35세
에 벌써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각각의 기간은 소년기 7.5년, 청년기 11.5년, 장년
기 26년이 된다. 여기서 짧은 기간은 상대적으로 인구의 밀도가 높음을, 긴 기간은 낮음을
뜻한다. 1980년에는 1/4위 연령이 11세, 중위연령이 22세, 3/4위 연령이 38세가 되고,
2000년에는 각각 17세, 32세, 46세로 바뀐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이들 연령
은 28세, 46세, 62세로, 그리고 2050년에는 35세, 57세, 73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구분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경까지는 소년인구의 셩격을 유지하였고, 1980년을
기점으로 청년인구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2000년이 지나면서 장년인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25년을 지나면서 빠른 노인인구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
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를 개괄하면, 소년인구구조에서 노년인구구조
로의 전환이 불과 50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로 위에서 행한 인구의
소속 생애기간을 연령개념으로 파악했을 때보다도 더 빠른 전환을 보인다.

자료: 1925-1940: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281-288;
1960-2050: http//www.kosis.kr(국가통계포탈), 2010.

현재 한국 인구는 청장년기?
위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으로 정의하든, 현재 한국의 인구는 연령구조로 볼 때
장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청년기를 매우 짧게 20여년 만에 끝
냈고, 완숙기라고 할 수 있는 장년기도 30여년으로 마감하고, 곧바로 노년기로 접어들어 기
약없는 긴 노년기를 맞을 전망이다. 개인의 생애에서도 노년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인데 인구의 경우는 어떨까? 아직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노년기 인구구조를 경험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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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도전으
로 받아들여야 하나? 그렇다면, 장년기를 연장시키거나, 청년기로 되돌릴 수는 없는가? 이
론적으로는 간단하다. 다시 출산수준을 높여 제2인구변천을 빨리 끝내고 인구의 재생산과
구조의 안정성을 이룩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힘든, 아마도 우리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총체적인 사회의 재구조화와 가치의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 연습문제
1. 맬서스의 인구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론에 입각해 우리나라 조선조의 인구현
상을 설명해보자.
2. 인구변천이론을 정리해 보고, 일본 식민지시대 우리나의 인구현상을 설명해보자.
3. 우리나라의 제1출산력변천의 특성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4. 현재의 우리의 인구 상황을 정리해보고, 그것과 미래의 모습을 대비시켜 우리나라
의 인구위기의 성격을 따져보자.
5. 현재 인구위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6. 요즈음 젊은 부부들이 자녀, 자녀양육, 자녀교육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바를 정리
하여, 무엇이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인지 가늠해보자.
7. 공동체의 약화/소멸, 혼인행위, 출산행위의 연관성을 우리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
들의 경험을 통해 정리해보자.
8.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개괄하고, 나이에 따
른 사회적 역할이 그 사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현재 20세,40세, 60세, 80세
되는 남녀 한 사람씩을 면접하여 정리해보자.
9. 위의 면접 자료를 가지고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적합한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10.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나 경제문제 하나를 택해 그것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자.
♣ 용어
맬서스적 딜레마, 조선시대, 식민지 시대, 해외이주, 귀환이동, 해방과 남북분단, 한
국전쟁, 아기 붐, 출산억제정책, 자본주의 위기, 사회주의 위기, 재생산 위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출산요소, 보편혼, 비혼, 만혼, 이혼, 중간변수, 가임력, 자녀의 가치,
모성, 복지제도, 기대자녀수, 생애주기, 경제활동인구, 부양대상 인구, 소년인구, 생
애기간, 청년인구, 장년인구, 노년인구, 재구조화, 장래인구추계

- 35 -

맺는말: 앞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터트리다
우리나라에서 인구문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국가정책으로 다
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그러니까 1960년경이었다. 당시의 사회적
인식은 많은 자녀를 선호하는 쪽이었으나, 나라의 상황은 높은 인구 압력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었고, 일반 가정은 애를 낳으면 모두 살아 애가 넘쳐 생활에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
었다. 한편 국제적으로 선진국의 인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인구변천을 마쳐 인구가 안정 상
태에 들어가 있었고,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사망력의 저하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 인구급증의 위협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인구위기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개
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호응하여 우리나라도 이 사업을
국가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출산수준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정도로 빨리 떨어져 25년 만에 인구 재생산수준에 이르게 된다. 샴페인이 터졌
다.

고장 난 브레이크?
소위 사회의 근대화와 경제성장를 동반한 인구 또는 출산력변천은 국가적으로 축하할,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빠른 변화의 뒤에는, 다른 모든 분야에
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출산
력이 재생산수준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 다시
오르막길이 나오면 멈출 수 있겠지만 오르막길이 보이지 않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인구 재
생산수준은 세계 최하의 점에 도달했고, 생존을 위한 최소인구의 한계를 벗어난 위기의 지
점을 향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인구재생산 위기는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20-30년 앞서
시작되었으나 위기의 심도는 우리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 그들은 이 문제를 새로운 인구변
천 현상으로 보고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서구의 경험을 거울로 삼기에는 너무
도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무 사회도 들어가 보지 못한 미지에 땅에 우리는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다.

압축과 폭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종류는 두 가지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고령화이다. 고령화는 출산력 저하 또는 빠른 인구감소의 결과일 수도, 따라
서 이들 조건이 해소되면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성장(증가 또는 감소)이 일정수준
을 60년 정도 유지하면, 인구의 연령구조도 안정된다. 즉 고령화가 무한정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인구구조가 안정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우
리의 경험이 보여주듯 오늘날 인구의 반세기에 걸친 변동의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1960년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압축적”이었듯이 인구변천도 압축적이었다. 현재의 인구변화도
걷는 것이 아니라, 질주하는 듯하다. 이러한 인구변동의 사회적 결과 또한 자명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폭발”할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더 이상 떨어지기가 힘든” 매
우 낮은 출산수준, 인구재생산 수준의 절반정도에 달하는 출산수준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의 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일차적으로 “출산 지원”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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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정책
정책은 주어진 문제에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즉각적인 병적, 또는 불균형, 현상을 해결
하는 것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체질을 만드는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것을 교정적인 정책이라 하여, 뒤의 창의적인 정책과 대비시키기
도 한다. 이 두 가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교정적인 면에 치중하여 왔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온갖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그 예다.
만약 우리가 무조건 저출산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맞게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출
산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출산억제 정책
을 실시하면서, 모성과 부성은 무시되거나 부정되었고,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전가되었다. 가족복지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소위 “문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일반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젊은 부부에게 일생
일대의 모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적 삶
자녀의 출산은 삶에 대한 관념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가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면, 사람
들은 자녀를 갖는 데 부담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날의 사회적 안전장치는 주로 가족과
공동체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심
해지면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서구사회에서 출산기
피의 근본 원인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경우 사회적 갈등은 심해지고 공동체 또한 급속히 와
해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은 가족 밖에 없는데, 가족도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초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
다. 공동체와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그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살 때에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이다.

연령규범의 제도적 변화
출산행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를 바꾼다. 우리나라는 1960년까지만 해도 인구
의 절반이 20세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40세가 되어야 겨우 중간을 벗어난다.
2050년에는 50대 후반에 가야 그렇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1%에 불
과하다. 그러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는 38%가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제도
가 현재대로라면, 누가 그 엄청나게 불어나는 노인복지의 부담을 책임지겠는가? 한마디로
지금의 제도로서는 다가오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고용과 은퇴, 연금 등이 그렇고, 혼인
제도, 가족생활, 인간관계 등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마찰이 나타나지 낳을 수 없다. 이
제 “고령” 또는 “노인”의 관념과 정의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관념에 맞게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제도의 재조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에 필요한 넓은
의미의 인구정책이며, 또한 출산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재생산 이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출산문제 해결의 전망은 현재 세계
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어둡다. 저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재생산과 노동력 공급이 어
려워진다면, 해결책은 다수의 젊은 인구의 유입 또는 노동력의 이입 밖에 없다. 이미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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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 비해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좋은 유럽
선진사회에서도 이러한 “재생산 이민”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것이 문화적 갈등
을 증폭시키고 자신들이 이룩한 문명의 포기를 의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그
렇다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약하고 상대적으로 유입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
야만 하는 우리의 사정은 더욱 긴박할 수밖에 없다. 인구유입에 의한 인구 재생산을 대안적
정책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요소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은, 그리고 정부에서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관련 주제로
“북한인구”가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통일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그
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그것이 출산수준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다. 현재 북한의 출산수준이 남한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다, 1990년대의 사회주의권의 개방 이후의 동유럽의 경험을 보면, 오
히려 통일 후의 북한 지역의 출산수준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도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1960년 이후에 경험해온,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인구변동의 과
정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빠른 인구변천, 제1인구변천과 제2인구변천의 연결, 급
속한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전망 등은 현재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터널 저편의 풍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풍경
과는 아주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미 도전해 익숙해 있고, 따라서 인구도전은 우리의 축 늘어져가는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아니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용어
압축적 변화, 제도적 정의, 교정적 정책, 창의적 정책, 공동체적 삶, 재생산 이민, 북
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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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출산과 한국사회
최슬기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는 말
언제부터인가 저출산은 모두가 이야기하는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 경제성
장, 연금, 대학입시를 비롯해서 아파트 가격까지 여러 사회문제가 그 기저에는 저출산 문제
와 연결되어 있다고 일컬어진다. 한국사회의 출산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현재
의 문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대비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출산이 한국사회의 관심으로 부상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저출
산 문제가 처음 제기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출산에 대한 관심과 고려는 없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1980년대까지는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 과제였다. 198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
의 포스터에는 여전히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여보! 우리도 하
나만 낳읍시다” 등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었다. 1990년대에 대체출산율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안정되면서 성비 불균형에 대한 염려만 일부 있었을뿐 출산에 대한 걱
정어린 관심은 급속히 사라져갔다. 더 이상 소수 인구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출산 문제
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2002년에 기록된 합계출산율 1.16명은 인구학자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으
로 받아들였다. 한번 내려온 출산율은 이전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1.2명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출산율 자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고 저출산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제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저출산
문제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은 출산에 관련된 몇가지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출생율의 변화, 출산시기의 변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출산율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여러 각도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자녀양육비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수반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출산시기 조정에 따른 템포효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것이다. 보론으로 가임기 여
성인구의 변화를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다루게 될 것이다. 인구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변화속도의 문제, 개인에게 강요된 선택이라는 네가지 측면이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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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저출산 현황

1. 출산력의 이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한 사회의 인구변화는 사망자수와 출생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이전 시기의 인구상
태에서 출생자수를 더하고 사망자수를 빼면 현재의 인구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출생자수는
인구변화를 파악하는 기본정보가 된다.
한해 태어나는 출생아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연령별 출산율과
여성인구수이다. 출산율이 높으면 출생아수는 늘어나게 된다. 가임기 여성인구수가 많으면
또한 출생아수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출생아수 변화를 이해하려면 이 두가지 변수를 모
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가임기 여성인구는 서로 다른 사회 간에, 같은 사회라도 시기에 따라 전체 인구수와 그
연령구성 형태가 다르다. 가임기 여성인구가 다를 경우 인구대비 출생아수(조출생율)로는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합계출산율은 여성인구구조의 영향력을 배제
함으로써 출산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합계출산율은 연령별 출
생아수를 해당 연령대 여성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연령별 출산율들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대체출산율과 초저출산율
합계출산율에는 기준이 되는 지점이 두 곳 있다. 2.1명 지점인 대체출산율과 1.3명 지점
인 초저출산율이다. 대체출산율은 한세대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이다. 대체출산율 수준에
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크기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증감이 없는
안정상태가 된다. 대체출산율 이하의 출산율 수준을 저출산이라 한다.
대체출산율이 2.0명이 아니라 2.1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 출생성비가 남아가 좀더
많기 때문이다. 성감별에 의한 인위적인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가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자녀출산은 여성에 의하므로 부모세대의 규모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은 2명 보다는 2.05명 정도로 약간 더 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성비불균형이 심각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2009년 현재 여아 100명당 남아 106.7
명으로 자연 성비에 근접해 있다.
둘째, 가임기를 마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령층을 제외하
고 사망률이 극히 낮아진 현대사회에서도 출산을 마치는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대체출산율은 2.0명보다 약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다.
1990년대 동유럽과 남유럽에 등장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출산율은 새로운 관심을
불러왔다. 기존의 출산력변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낮은 출산 수준이 등장한
것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인 사회는 출산율과 사망률에 변화가 없고 한 세대의 길이가 30년
이라 한다면 해마다 1.5%씩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드는데는 약 45년이 걸린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한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이다. 쾰
러와 동료들(2002)은 이를 초저출산(the Lowest-low Fertility)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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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시기의 변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하
락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86년에 1.5명대로 하락하였고 이후 큰 변화없이 정체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1.76명까지로 반등하였다가 소폭 하락세가 계속되어 2000년에는 1.467
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는 인구의 재안정기로 평가된다. (권태환, 김
두섭 2002) 출생아수는 1970년대 100만명을 넘었다가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2010년
에는 47만명으로 반으로 줄었다.

<그림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2000년대 출산율과 출생아수 현황
<표 1> 2000년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2000

2001

2002

2003

(단위:

가임여성

2004

2005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명)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

1.467

1.297

1.166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5-19세

2.5

2.2

2.6

2.5

2.3

2.1

2.2

2.2

1.7

1.7

20-24세
연
령 25-29세
별
30-34세
출
산 35-39세
율
40-44세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6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4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0.8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3

2.5

2.4

2.4

2.4

2.4

2.4

2.6

3.1

3.2

3.4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634.5

554.9

492.1

490.5

472.8

435.0

448.2

493.2

465.9

444.8

45-49세
출생아수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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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처음 합계출산율 1.297로 초저출산을 기록한 한국사회는 이후 지속적으로 초저
출산을 기록하고 있다. 2002년 1.16명으로까지 떨어져 큰 충격을 주었고, 2005년에는
1.076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세웠다. 이후 약간의 반등은 있었으나 여전히 초저출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과 함께 출생아수도 급감하여 2000년에는 600만명이 넘었
던 것이 2002년부터는 4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요 출산 연령대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2000년에는 25-29세에 출산이 집중되
었던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25-29세의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고 30-34세의 출산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연령별 출산율이 역전되어 가장 높은 출산율이
30-34세에서 발견된다. 20-24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령인
35-39세 출산율은 증가세를 계속해서 20대 초반보다는 30대 후반의 출산율이 더 높게 나
타나게 되었다.

2000년대 평균 출산 연령과 초혼 연령
출산시기의 변화는 모(母)의 평균출산 연령을 통해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다. 2000년
29.02세였던 평균 출산연령은 해마다 늦추어지면서 2005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서게 되
고 2009년에는 30.97세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출산 연령은 출산순위 구성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설사 출산 연령은
변화가 없더라도 후순위 출산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평균 연령은 어려질 수 있다. 후순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연
령이 늦춰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평균 출산 연령은 실제 출산이 늦춰지
는 것보다 변화량을 축소하여 보여주기 쉽다. 실제로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만을 떼어놓고
보면 2000년 27.68세였던 것이 2009년은 29.85세로 2살 이상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
체 평균에서보다 두배 이상 변화량을 보여준다.

<표 2> 출산 순위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29.02

29.26

29.49

29.71

29.98

30.22

30.43

30.59

30.79

30.97

첫째아

27.68

27.97

28.29

28.57

28.83

29.08

29.27

29.42

29.60

29.85

둘째아

29.67

29.88

30.19

30.44

30.77

31.03

31.28

31.50

31.69

31.80

셋째아

32.23

32.47

32.68

32.87

33.07

33.30

33.48

33.62

33.80

33.90

넷째아이상

34.51

34.76

34.90

34.87

35.24

35.35

35.41

35.54

35.66

35.73

자료: 통계청,201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2011.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혼인 연령이 늦춰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였던 평균 초혼 연령은 2009년에는 남성
31.6세, 여성 28.7세로 늦추어졌다. 이러한 변화량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두배 가
량 큰 것이다. 남성의 경우 1980년부터 이십년간 2년이 늘어난 반면 2000년부터 9년동안
2.3년이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도 1980년부터 이십년간 2.4년이 늘어난 반면 2000년부터
는 2.2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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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녀 평균 초혼 연령 추이(단위: 세)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남성

27.3

28.6

29.3

29.6

29.8

30.1

30.5

30.9

31.0

31.1

31.4

31.6

여성

24.1

25.5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28.3

28.7

자료: 통계청

3. 특성별 출산율의 차이
3-1. 혼인상태와 출산율
우리나라의 출산의 특징 중 하나는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06년 기준 혼
외출산율은 1.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출산이 기혼여성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
주의 규범이 강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출산은 결혼후 가족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이웃 일본과 비슷하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은 혼외 출산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체 출산에서 혼외 출산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스웨덴이 54.7%, 영국이 43.7%, 프랑스가 50.4%에 달한다.
미국도 혼외출산율이 2006년 37%에 달한다. 혼외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 또한 높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08년 기준, 합계출산율로 보았을 때 스웨덴이 1.91명, 영국이
1.96명, 프랑스 2.0명, 그리고 미국이 2.1명이었다.
결혼을 하여 가족을 구성한 후 출산을 해야 하는데,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출산
또한 연기되다보니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당시 미혼여
성의 비중이 30-34세가 10.5%, 35-39세는 4.1%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0-34세가
19%로, 35-39세는 7.6%로 두 개 가까이 증가하였다.
혼인상태를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두가지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는 기
혼 여성 출산율의 감소이다. 두 번째는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증가
이다. 2009년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만의 출산율인 유배우 출산율은 1.33명으로 합계출산율
1.15명과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3-2. 차별 출산력
차별 출산력은 출산 수준을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
지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교육정도에 따라 가장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과 출산수준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에도 지역, 직업, 소득 등 여러 가지
를 고려하여 차별 출산력을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소득수준별 평균 출생아수
아래는 성별 소득구간별 평균 출생아수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연령대는 35-44세로 한정
하였다. 출산이 진행중인 젊은 연령대의 경우는 만혼화와 지연 출산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
어 출산 수준을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남성의 소득수준과 출생아수는 대체로 소득이 늘어갈수록 출생아수도 늘어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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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소득증가가 양육비용 부담능력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여성의 소득수준과 출생아수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소득효
과보다는 여성의 소득증가가 기회비용을 늘임으로써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2003-2009년 성별 소득구간별 평균 출생아수(단위: 명)
남성

100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1.78

1.69

1.75

1.82

1.87

1.96

1.79

100~200만원

1.56

1.58

1.52

1.84

1.97

1.95

1.64

200만원이상

1.71

1.48

1.52

1.49

1.72

1.50

1.55

전체

1.71

1.65

1.69

1.78

1.85

1.90

1.74

여성

전체

자료: 통계청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가계동향조사(2003-2009)

주택점유 형태별 출생아수
출생율과 가구 소득수준의 관계를 자산 기준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택점유 형태별로 살펴
보았다. 전월세에 비해서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출생율이 훨씬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확장하기 위해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안정적인 주택 점유가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주택 뿐 아니라 가구의 순자산규모로 살펴보았을 때도 가구의 자
산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출생아수도 많아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가구주가 35-44세인
경우 2분위는 평균 출생아수가 1.74명인 반면 순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에서 1.98명으로
가장 많은 출생아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 5> 2005년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주택 점유 형태

순자산 5분위별

25~44세

35~44세

자가

1.90

2.01

전월세 등

1.68

1.87

1분위

1.60

1.82

2분위

1.53

1.74

3분위

1.69

1.85

4분위

1.81

1.92

5분위

1.91

1.98

자료: 통계청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인구주택총조사 10%표본(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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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우리나라에서 대체출산율을 처음 달성했을 당시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
보자.
2.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혼외출산율이 올라갔을때 예기되는 이점과 문제점은 각각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3. 평균 첫아이 출산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십년후와 이십년후 평균 첫아이
출산연령은 어떻게 변화할까? 어느 나이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그 한계점이 존재
할지도 생각해보자.
4. 주택 점유 형태가 왜 출산과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용어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대체출산율, 초저출산, 혼인시기, 출산시기, 출생순위, 혼인상
태별 출산율, 차별출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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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무엇이 초저출산을 가져왔는가

1. 출산 기피 시대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출산을 기피하는 주관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2009년도에 실시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20-44세의
기혼여성 2,467명에게 출산을 중단한 사유를 물었다.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여성
들이 이유로 제시한 것은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이다. 무자녀여성의 경우 자녀양
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다음으로 흔한 이유였고, 소득이 적어서가 세 번째 이유이다.
자녀가 한명 있는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만 바뀌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
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무자녀여성 51%, 자녀가 한명인 여성 48.8%).

<표 6> 기혼여성(20-44세)이 추가 출산 중단 이유
무자녀 여성

1순위

2순위

자녀가 한명인 경우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2.4%)
자녀 양육(식품, 의류, 의료비 등)에 많은 비용
이 들어서 (14.3%)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4.2%)

소득이 적어서 (12.5%)
자녀 양육(식품, 의류, 의료비 등)에 많은 비용

3순위

소득이 적어서 (14.3%)

4순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8.2%)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11.2%)

5순위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8.2%)

나이가 많아서 (9.5%)

6순위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6.1%)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5.3%)

이 들어서 (12.1%)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네 번째 이유부터는 자녀유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무자녀여성의 경우 불임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가 8.2%이다. 불임가능성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서서히 높아지다가
30대 중반출산을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영국의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임
신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25세 여성은 5%에 불과한 반면, 35세 여성은 30%에 달
해 6배나 더 많다고 한다. 30대 후반부터는 자궁외임신, 유산, 사산, 조산 위험도 높아지고
다운증후군 등 이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즉 출산을 미루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임으로 인해 원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인 여
가선호(8.2%)는 자신의 혹은 부부간의 생활을 중시하는 달라진 가치관을 반영하고, 여섯 번
째 이유인 고용상태 불안정(6.1%)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급증 등 IMF 경제위기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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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에 만연한 경제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우 11.2%가 가족계획 목표를 이미 달성해서 추가 자녀계
획이 없다고 하였다. 반대로 해석하면 한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90% 가까이는 둘째를 낳
고 싶지만 다른 우선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자녀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위에 열거한 이유들이 어떤 기제를 통해 초저출산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비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출산시기 조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 보론으로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
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초저출산의 원인
2-1 자녀 양육비의 증가
1960년대 게리 베커(Gary Becker) 이후로 자녀를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하고 소득과 출
산력의 관계를 미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많았다.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정
을 자녀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소득의 증가는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증가 - 출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즉 소득과 출산은 정(正)의 관계로 상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과 출
산이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베커는 소득과 출산과 관련된 피임지식
의 영향 탓으로 해석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피임지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서 소득효과에도 불구하고 피임의 효과에 의해 마치 소득과 출산이 부정
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이 같을 경우에는 소득수준
의 향상이 출산력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렇게 소득과 출산에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소득효과를 가리는 변수들로는 교육연수나 경력개발을 위한 직장생활을 들 수 있다.
고소득층은 고학력인 경우가 많은데 길어진 학업기간동안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 뒤늦
게 출산을 하려고 해도, 일찍 출산을 시작한 저소득-저학력자에 비해서는 출산아수가 적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과 출산의 관계를 단순한 정이나 부의 직선적 관계로 보지 않고 곡선 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두섭(1987)은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증가가 부양능력을 높임으로써
출산력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일정 소득수준이 넘어가면 자녀의 경제적 효용성이 크게 떨어
짐에 따라 출산력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최상층 소득집단의 경우에는 충
분한 소득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수요가 경제적 효용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가가 출산력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3차 곡선의 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재함을 보여주었다.
소득과 출산의 관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가치가 변화함으로써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베커는 이를 양질의 전화로 설명하였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녀의 양적 증가
보다는 질적 증가를 추가하게 된다. 질적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자녀가격 상승으로 이어짐으로써 소득증대로 기대되는 만큼 출산의 증가로
는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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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다른 재화처럼 소득 증대가 곧 출산증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소득이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양육비의 증가가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
의 가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가격상승은 소비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양육비의 증가는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비용 자체의 증가, 둘
째는 시장의 확대에 따른 항목의 증가에 전체 비용의 증가,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
가와 맞물린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이다.

비용의 증가
과거에 비해 자녀 일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
한명 한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에는 자녀 한명을 낳아 대학졸업까지 1억9천여만원이 들어갔지만, 2009년에는
2억6천만원으로 그 비용이 해마다 천만원 꼴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사교육
비 총규모는 약 20조9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에 달한다. 유아의
경우엔 1인당 교육비가 월평균 40만4천원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우 생활비중 자녀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
이(54.3%) 지목하였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응답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
32.6%이나, 2명인 경우 63%, 3명이상인 경우 64.5%가 자녀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꼽았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비가 생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탓으로 보인
다.
지나친 양육비의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럿 낳아서 키우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
산장려금, 유아교육비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이 제시되고 있다.

시장의 확대
비용의 증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장의 확대이다. 과거에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가
정 내에서 해결했던 부분들이 점차 돈을 주고 사야하는 시장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자본
주의 발달과 함께 시장의 영역이 확대된 탓도 있지만,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에 기인한 바
도 크다. 핵가족화와 형제자매수의 감소에 따라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맡을 가족 구
성원이 없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히 되면서 집안일 부담도 줄일 필요가 생겼
다.
산후조리원의 확대는 그 좋은 예이다.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가족 안에서 의존하
기 보다는 상업적 시설인 산후조리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0년
말 조사에 의하면, 2006년 294개소였던 산후조리원은 2010년말에 428개소로 빠르게 증가
하였다. 2주간 머무는데 일반실 기준 서울은 평균 21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23만
으로 가장 쌌다. 전체 양육비의 증가에는 이처럼 시장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체 비용을 키우
는 측면이 있다.
시장영역의 증가는 자녀수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 내에서
직접 일을 담당할 경우 자녀수 한명 추가는 일이 두배로 늘어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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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시장에서는 정확히 자녀수가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 비용이 늘어난다. 즉 시장영역의
확대는 자녀수의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을 느껴 둘째를
갖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은 이러한 시장 영역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기회비용의 증가
기회비용이란 하나의 재화를 선택하였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다른 재화의 가치
를 말한다.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임금 수준도 향상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였
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30세 부근이 가장 낮은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선 그 굴곡이 완만해지고 있다. 특히 25-29세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2007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대비 63%에 불과하지만, 1983년 54.6%에서 꾸
준히 증가해오면서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그림 2>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2.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일과 가정은 탐욕스런 기관
코저(1974)는 여성이 일과 가정이라는 두가지 탐욕스런 기관(two greedy institution)에
얽매여 있다고 하였다. 상당량의 노동과 부단한 관심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과 가정은
동일하다.
네가지 측면에서 일과 가정은 분리된다. 첫째 가정으로부터 일자리는 지리적으로 분리되
어 있다. 일터는 별도의 공간에 자리잡고 있어 출퇴근이 필요하다. 둘째 시간적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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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퇴근 시간이 있고 그 중간에 자유시간을 얻어 자녀를 돌보기는 어렵다. 셋째, 대부분
일터는 어린 자녀를 옆에 두고 있을 수 없는 환경이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마지막으
로 자체 노동규율이 있어 노동시간엔 일에 전념토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고 출산을 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된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보듯이 첫아이 출산전후하여 취업
중이던 여성중 34.5%만이 근무형태 변경없이 출산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절
반에 가까운 47.7%는 일을 포기하였다. 둘째아와 셋째아로 갈수록 경력단절의 경우는 줄어
들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들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였고, 소수
성공적으로 양립 방안을 강구한 경우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만이 남게 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둘째아 16.5%, 셋째아
29.7%)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둘째아 11.8%, 셋째아 16.5%)도 상당수를 유지하고 있
다.
<표 7> 취업중이던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단위 %)
평소대로

일

시간줄여

일

중단

육아휴직

새로 취업

합계

9.3

47.7

8.3

0.2

100.0

45.2

16.5

24.5

11.8

2.1

100.0

36.6

29.7

15.5

16.5

1.7

100.0

함

함

첫째아

34.5

둘째아
셋째아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기 위해선 앞서 말한 네가지 분리를 완화시켜야 한다. 지리적
분리는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시간적 분리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나 단시간 근로제의 도입으
로 완화시킬 수 있다. 현재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내지 일용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편인데, 단시간 정규직 같은 양질의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근무환경도
사내 보육시설, 수유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아이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린드퍼스(2007)는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
적절한 보육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보
육시설이 이용가능하려면 세가지 측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보육시설은 필요로 하
는 부모로부터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지리적 근접성 accessibility). 이는
집 근처일 수도 있고 일자리 근처일 수도 있다. 양질의 시설이면서도 비용 측면으로 부담가
능해야 한다(경제적 가능성 affordability).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
로 용인되어야 한다(사회규범적 용인성 acceptability).

남성의 역할
직장을 갖는 여성이 늘어나고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면서 집안일을 하는 남성이 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평일 5시간
이상을 집안일에 쓰고 있다. 직장을 가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평일 2시간 미만은
8.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남성은 60.9%가 집안일에 두시간 미만을 쓰고 있다.
여성이 일과 가정에 겪는 어려움은 집안일을 나눔으로써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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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육과 가사노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
해졌지만 가사노동과 육아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짐을 지우는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에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우자가 출산하
면 남성은 3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만6세 이하 자녀를 뒀다면 1년 이내로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휴직기간 급여는 출산 전 임금의 40%로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실제 이용한 남성은 2010년에 819명에 불과했다.
장시간 근로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내야 하는 직장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
<표 8> 기혼여성(20-44세)의 평일 집안일 투여시간 (단위: %)
2시간미만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이상

합계

여성전체

4.1

11.8

15.5

14.1

54.5

100.0

취업자만

8.1

21.2

24.0

17.6

29.1

100.0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표 9> 기혼남성(20-44세)의 집안일 투여시간 (단위 %)
1시간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이상

계

평일

22.9

38.0

19.6

19.5

100

일요일

8.5

17.4

18.2

55.9

100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1980년 이전만 해도 둘 사이는 부(負)의 관계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은 낮았다. 1980년대 이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크게 저하되고, 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게 되면서 둘 사이 관
계가 정(正)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
럽 국가나 미국의 경우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빈약한 남유럽 국
가의 출산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이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정의 관계로
바꾸었을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성경제활동 참가
의 증대는 자칫 출산과 육아를 더 기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국은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200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가장 길다.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여가도 부족한 편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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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시장의 변화
앞에서 논의된 양육비의 증가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문제들이기
에

2000년 이후 등장한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1997년 경제위기는 출

산과 관련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또한 기존의 저출산 기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다.

1997년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변화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실업률의 상승을 가져왔
다.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25-29세 남자의 실업률은 1997
년 4.9%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8에는 10.9%로 급등하였고 이후에도 7%대를 유지
하고 있다. 남아있는 일자리의 질도 훼손되었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계약직, 임시
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일자리의 안정성도 약화되었다. 더 이상 평생직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2003년 카드대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항구화되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저출산 요인의 미친 영향
노동시장의 변화는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일인부양모델의 쇠락을 가져왔다. 더 이상
남자 한사람에게 가족의 생계를 맡겨선 경제적 여유도, 안정도 보장받기 힘들게 된 것이다.
양육비의 증가세에 맞춰 안정적인 소득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졍제활동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제도적, 규범적 여건이 미비한 상태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오히려 저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성용(2006)은 외환위기 이후 남성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첫아이 출산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여성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동시장의 변화 이후의 가족형성과 해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항구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가족형성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자신의 경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까지 결혼과 출산
을 미루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출산연령은 빠르게 늦춰져가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만들
었다. 이에 반하여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이들
의 조건에 걸맞는 남성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
속된 남아선호에 따른 남녀성비 불균형의 영향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남녀 결혼 조건이 맞지
않는 결혼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이혼이라는 가족해체의 증가도 가져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 68,279건에 불과했던 이혼건수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배 가까운 10만건을
계속해서 넘고 있다. 2009년에는 123,999건에 달했다. 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경제문제가 14.4%로 뒤따르고 있
다. 2009년 이혼한 부부중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55.2%이고,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4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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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시기의 변화

출산시기 변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게 되는 자녀수가
아니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기간 합계출산율이라 하는데 흔히 우리가 접하
는 합계출산율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간 합계출산율은 낳게 되는 자녀수뿐 아니라 출
산시기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아래 그림에서 수직으로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 기간 합계출산율이다. 이에 반하여 대
각선으로 사각형 안에 숫자를 따라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 코호트 합계출산율이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실제 한 여성이 평생 낳게 되는 자녀수를 측정한 것이다. 코호트 합계출산율
은 특정시기의 변화를 포착해내기 어렵고, 무엇보다 출산이 완결된 시점에서야 계산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실용성은 기간 합계출산율에 비해 떨어진다.
아래 그림은 출산시기가 변화했을 때 기간 합계출산율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
이다. 시점 t에서 전쟁같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도래하여 모두가 출산을 5년 미루게 되었
다고 가정해보자. 시점 t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0명으로 급락하게 된다. 이럴 경우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할까? 시점 t에서 출산은 미루어졌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기에
대각선을 합쳐본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변함없이 2.0명을 유지하게 된다.

기간 합계출산

율이 2.0명에서 0명으로 그리고 다시 2.0명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겪었지만 코호트 합계
출산율은 변함이 없었다.
기간 합계출산율은 이처럼 출산을 미루는 과정에서 그 수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다. 낮아졌던 출산율이 이전 상태로 반등했던 것은 출산이 늦춰졌을 뿐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미루었던 출산이 출산포기나 연령이 많아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불임으로 연
결될 경우 그만큼 반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출산시기 변화는 템표효과라고 칭해지는데 초저출산을 가져온 주요 요인 중 하나
로 지목되고 있다.
<그림 3> 출산시기 변화와 기간 합계출산율의 이해

출처: 최슬기 Tempo Changes and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2009

출산시기 변화와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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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초저출산국가의 출산율 반등
최저기록
국가명

2008년도

초저출산율

합계출산율

기간

연도

합계출산율

그리스

2001

1.25

1.45

8년

이탈리아

1995

1.19

1.41

12년

스페인

1998

1.16

1.46

10년

독일

1994

1.24

1.38

4년

독일 (동독)

1994

0.77

1.40

13년

독일 (서독)

1985

1.28

1.37

2년

체코

1999

1.13

1.50

11년

헝가리

2003

1.27

1.35

3년

폴란드

2003

1.22

1.39

5년

슬로바키아

2002

1.19

1.32

8년

슬로베이나

2003

1.20

1.53

11년

불가리아

1997

1.09

1.48

10년

루마니아

2002

1.25

1.35

6년

에스토니아

1998

1.21

1.66

3년

라트비아

1998

1.10

1.45

10년

동유럽,

리투아니아

2002

1.24

1.47

5년

구소련

벨라루스

2004

1.20

1.42

9년

몰도바

2002

1.21

1.28

7년

러시아

1999

1.16

1.51

10년

우크라이나

2001

1.08

1.46

10년

아르메니아

2000

1.11

1.42

4년

홍콩

2003

0.90

1.06

17년

일본

2005

1.26

1.37

3년

한국

2005

1.08

1.19

7년

싱가폴

2005

1.26

1.28

6년

대만

2008

1.05

1.05

6년

남유럽

서유럽

중부유럽

동아시아

자료: Goldstein 등. The End of Lowest 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0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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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경우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
은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이 늦춰지면서 초저출산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을 늦
추는 속도가 중단 내지 완화되면서 출산율의 반등도 경험하였다. 1990년대 구 공산권 국가
에서 초저출산은 흔히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급
격한 사회변화를 겪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1994년 합계출산율이 0.77명으로까지 떨어졌던
동독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동독은 혼인연령이 서독보다 훨씬 빨랐는데 갑작스런 통일
로 서독의 경우처럼 혼인연령이 늦춰지면서 출산율은 0.1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경제 사회적 불안정으로 갑자기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과도하
게 줄어드는 왜곡현상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출산율도 반등하게
되었다.
초저출산은 남유럽, 구공산권, 동아시아에서 관찰되었는데 2008년 기준 몰도바를 제외하
곤 동아시아의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을 제외하곤 모두 출산율이 반등하여 초저출산에서
는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출산연기라는 시기 조정이 끝나면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 외
국의 사례처럼 템포효과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출산율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홍콩이 17년째 초저출산을 겪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출산율 반등이 언제 어느
수준에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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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가임기 여성인구의 변화
출생아수 감소라는 저출산은 출산율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인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라고 할지라도 가임기 여성인구가 많으면 출생아수는 많을 수
있다. 반대로 출산율에 반등이 있다 할지라도 가임기 여성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출산아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2011년도 인구 피라미드 모형이다. 항아리 구조를 보이고 있는
데 25세에서 50세까지 여성인구가 40만명 부근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면서 태어나는 자녀수가 남녀 합하여 40만명대를 유지
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대별로 40만명이 넘는 가임기 여성인구 탓이 크다.
<그림 4> 우리나라의 2011년도 인구추계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www.kosis.kr, 2011.

가임기 여성인구의 변화 전망
가임기 여성인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고령층을 제외하고 사망률이 매우 낮은 현실
을 감안하면 가임기 여성인구는 현재의 연령별 여성인구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출산율이 높은 25-34세 여성인구는 2010년의 15-24세 여성인
구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2011년 기준 연령대별 가임기 여성인구는 26세까지는 38만명 부근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5세부터 해마다 2만명이 넘게 3년간 감소하여
22세는 30만명을 가까스로 넘게 되고 21세부터는 20만대에 접어들게 된다. 이후 30만명
부근에서 안정화된 시기를 십년간 보내다가 9세에 접어들면 다시 20만로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세가 시작되어 3세에는 21만에까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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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2011년도 기준 연령별 여자인구와 전년대비/최고점대비 변화비율

연령

여자인구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감인구수

증가율

최고점(37세)
대비 비율

45세

413,653

44세

404,834

-8,819

-2.1%

95.6%
93.6%

43세

398,760

-6,074

-1.5%

92.1%

42세

394,409

-4,351

-1.1%

91.1%

41세

397,660

+3,251

+0.8%

91.9%

40세

411,731

+14,071

+3.5%

95.1%

39세

425,261

+13,530

+3.3%

98.3%

38세

431,250

+5,989

+1.4%

99.7%

37세

432,730

+1,480

+0.3%

100.0%

36세

430,044

-2,686

-0.6%

99.4%

35세

422,273

-7,771

-1.8%

97.6%

34세

408,548

-13,725

-3.3%

94.4%

33세

388,885

-19,663

-4.8%

89.9%

32세

370,315

-18,570

-4.8%

85.6%

31세

360,330

-9,985

-2.7%

83.3%

30세

361,642

+1,312

+0.4%

83.6%

29세

374,007

+12,365

+3.4%

86.4%

28세

389,486

+15,479

+4.1%

90.0%

27세

395,766

+6,280

+1.6%

91.5%

26세

386,580

-9,186

-2.3%

89.3%

25세

365,684

-20,896

-5.4%

84.5%

24세

339,401

-26,283

-7.2%

78.4%

23세

316,658

-22,743

-6.7%

73.2%

22세

305,390

-11,268

-3.6%

70.6%

21세

296,732

-8,658

-2.8%

68.6%

20세

292,394

-4,338

-1.5%

67.6%

19세

290,391

-2,003

-0.7%

67.1%

18세

294,013

+3,622

+1.2%

67.9%

17세

307,746

+13,733

+4.7%

71.1%

16세

320,701

+12,955

+4.2%

74.1%

15세

325,622

+4,921

+1.5%

75.2%

14세

325,453

-169

-0.1%

75.2%

13세

324,173

-1,280

-0.4%

74.9%

12세

320,321

-3,852

-1.2%

74.0%

11세

314,640

-5,681

-1.8%

72.7%

10세

303,771

-10,869

-3.5%

70.2%

9세

292,785

-10,986

-3.6%

67.7%

8세

294,907

+2,122

+0.7%

68.2%

7세

281,251

-13,656

-4.6%

65.0%

6세

251,605

-29,646

-10.5%

58.1%

5세

234,389

-17,216

-6.8%

54.2%

4세

228,410

-5,979

-2.6%

52.8%

3세

216,166

-12,244

-5.4%

50.0%

2세

211,297

-4,869

-2.3%

48.8%

1세

214,447

+3,150

+1.5%

49.6%

0세
215,019
자료: 통계청, www.kosis.kr, 2011.

+572

+0.3%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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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진한 글씨로 표기된 부분은 전년대비 증감인구수는 여성인구가 만명 이상이
변화한 시기와 전년대비 증가율이 5%가 넘었던 시기로 변화량이 특히 컸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여성인구가 가장 많았던 37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령별 여성인구가 급감하는 26
세 시점에서 89.3%이었던 것이 5년만에 10% 포인트 넘게 감소하여 68.6%로 떨어지고 35
년 후인 현재 3세인구는 50%에 불과하게 된다.
미래로 환산하여 보면 2011년 25-34세 여성인구는 380만명인 반면 십년후인 2021년
에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309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20% 가량의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
가 향후 십년동안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반등하여 초저출산을 벗어나게
된다 하여도 출생아수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연습문제
1.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많이 못 낳는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2.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어 남성과 임금차이도 없어지고 집안일도 균
등하게 나누어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
로 예상되는가?
3.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저출산과 관련 있
는 현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4. 젊은 여성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장차 출생아수에 어떤 영
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보자.
♣ 용어
출산기피, 자녀양육비, 소득효과, 기회비용, 시장의 확대, 일가정 양립, 탐욕스런 기
관,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경제위기, 일인부양모델, 결혼긴장, 가족주의, 탈
가족, 출산시기변화, 템포효과, 가임기여성인구

- 58 -

Ⅲ.

초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1. 인구의 감소
1-1. 장래인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인구는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으면 감소하게 된다. 사망률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면서 사망자수는 점차 증가하게 된
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인 조사망률이 5.0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출생자수는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이 대체출산율 이하일 경우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의 규모가 더 작게 된다. 합계출산율 1.2
명일 경우 자녀세대의 규모는 부모세대의 60%에 불과하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산정한다
면 두세대에 해당하는 60년이 지났을 때 조부모세대에 비해 손자녀 세대의 규모는 36%에
불과하게 된다.
2009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출생자수인 조출생률은 9.0명으로 아직은 인구성장을 지
속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조사망율과 수치가 조출생률을 넘어서면서 인구성장
세는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2005-2050년,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장래인구추계
인구는 언제 얼마나 감소세로 돌아설 것인가?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발표해 왔다. 200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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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4천814만명으로 70년 3천224만명에 비해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인구는2018년 4천934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질 것이다.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십년 정도가 더 지나가면 가속도가 붙어 인구감소가 체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적정인구 논란
인구가 일억명이 넘어야 국내시장만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수
출 걱정 없이도 내수 시장만으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고 외국과 경쟁이 가능하려면 일정규
모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
아야 한다? 상품마다 필요한 시장의 규모도 다를 수 있다.
반대로 인구증가가 문제시 되었던 경험도 있다. 4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3천2백만명이었는데 추가적인 인구증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 적절한 인구
규모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1-3. 일본 사례 연구
인구의 변화는 증가도 감소도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가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 인구감소가 가져올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980년대만 해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일본의 유명경제주
간지 동양경제는 당시 2010년이 되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일본에게 소비위축을 가져오게 하였다. 소비위축은
경제 규모의 축소로 연결되었고, 경제성장의 정체 내지 마이너스 성장은 일자리 감소로 이
어졌다, 일자리가 줄자 청년 실업이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
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졌다.
199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가격하락, 주가하락, 실업증가를 수반한 장기불황의 밑바탕에
는 인구의 감소가 예기되면서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일본사회의 불안감이 깔려있는 것이다.
1991년은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든 시기와 일치한다.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기금을 비롯한 재정불안정을 가져왔다. 젊은 세대에 과도한 부담가중
은 물적 인적 자본의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도 발생하였다.
2. 인구구조의 변화
절대인구의 감소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이
다. 저출산은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의 규모를 작게 한다. 저출산을 겪는 초기에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기 이전에는 유소년 연령대 인구의 감소는 한 사회가 부양해야할 부담을 줄게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과거 고출산 시대에 태어났던 세대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유소년 연령대의 인구는 여전히 작은 상태로 남아있어 사회의 역동성
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작아졌던 유소년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인기의 주축이 되는 때가 도래한다. 경제활동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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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령화는 지속되어 부양부담은 가속화되게 된다.
2-1. 부양비의 변화
부양비의 변화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비율을 의미하고 유소년부양비는 15-64세 인구 100명당 15세 미만의
인구비율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연령대 인구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연령대가 아닌 인구의 비중
을 살펴보는 지표이다.
1970년대에는 부양비는 80으로 유소년 부양비가 전체 부양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후 노년부양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유소년부양비는 빠르게 감소함으로써 전체
부양비는 감소하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양비는 한동안 40 수준에 정체되어 있
게 된다. 2020년을 넘어서면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함께 전체 부양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어 2040년에는 과거 1970년대처럼 부양비도 80을 넘어서게 된다.

<그림 6> 2005-2050년 부양비의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2. 인구학적 배당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개념화한 것이 인구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이다. 즉, 인구변천 시기에 출산력 저하로 인해 영유아 인구비중은 줄어들고, 상대
적으로 젊은 성인 인구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호기이
다. 과거 높은 출산력시기의 인구가 성인이 되고, 저출산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은 확대되게 된다. 이는 자본 축적과 투자에 용이한 환경을 만든
다. 동시에 부양해야 할 인구의 비중이 적어 부담은 줄어든다. 인구학적 배당의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GDP) 성장이 생산성보다는 주로 요소투입의 증가에 의존하였던 동아시아 국가
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블룸과 윌리암슨(1998)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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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난 경제적 발전의 3분의 1은 이러한 인구학적 배당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다
캐닝(2007)은 인구학적 배당은 부양비가 낮은 인구구조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회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젊은 노동력의 공급과
동시에 저축률의 증가, 사회제도의 근대화,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남미 국가들이 동아시아와 비슷한 인구변천을 겪으면서도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은 이러한 사회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배당금의 부채로의 전환?
배당금은 부채로도 전환 가능한가?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배당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기도 다가올 수 있는가? 고령인구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유소년 인
구의 감소는 일시적으로 부양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줄어든 유소년 인구가 경제활
동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오히려 부양비를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수년후 한국사회에서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다.
인구학적 배당을 맞이하게 된 모든 사회가 성공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처
럼 부채로의 전환이 반드시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인구학자들은 고령사
회에 맞춰 적절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부채가 곧 경제불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본다.
2-3.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세상
친척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삼촌도, 고모도, 외삼촌도, 이모도 없는 사
회. 따라서 사촌들도 없는 사회. 한자녀만을 갖는 경우가 보편화되면 이들의 자녀세대에게
는 친인척 관계가 매우 단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관습화되어 있던
가족에 대한 규범들은 재정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상조회사가 급증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로도 볼 수 있지만 상을 당했을 때 함께 할 형제자매가 줄어들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3. 인구의 빠른 변화속도

인구의 변화 속도
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과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데에는 빠른 변화속도
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인구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데 특징이
있다. 1990년대에만 해도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높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
면서 더 낮아졌다. 대체출산율 수준에서 초저출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리지 않았다.
초저출산은 한 세대만에 세대간 인구비율을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게 만든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진전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이
었다. 일본의 경우 1970년에 7%에 도달했고 24년 후인 1994년에 14%로 증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7%였는데 불과 1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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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18년에 1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세는 빨라져
서 2026년 20.8%, 2050년에는 38.2%로 급속히 증가한다. 머지않은 미래인 2026년에는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도전과 응전
영국의 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인식틀
로 분석하였다. 그는 문명도 생명체처럼 탄생에서 성장, 쇠퇴, 그리고 사망이라는 과정을 밟
게 된다고 보았고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인구의 변화는 한국사회가 당면할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인구부양비의 감소를
인구학적 배당으로 현실화해냄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2018년부터
시작될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의 증가를 수반한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
는지에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빠른 변화속도는 응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사라지
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4. 강요된 선택
초저출산은 강요된 선택인가? 이 문제는 앞서 제기한 논점들이 장차 다가올 위험이라는
것과는 달리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앞서 제기한 논점
들이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한 반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는 특징이 있다.

출산은 선택의 대상
출산력변천 이전 시기는 피임과 인공유산을 통한 인위적인 출산 조작이 없는 자연출산율
상태라는 특징이 있다. 변천을 겪으면서 임신과 피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알려지고, 효과
적인 피임법도 보급되었다. 이와 동시에 임신과 피임이 이성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규범적으로 용인되었다. 저출산 시대의 출산율은 과거와 달리 합리적 판단의 대상이 된 것
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개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인가? 개인의 합리
적 선택이 전체 사회에는 악영향을 가져온 모순된 상황인 것인가?
<표 12> 기혼여성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단위: 명)
이상자녀수

실제자녀수

1.97

1.66

20-29세

1.91

1.00

30-34세

1.93

1.49

35-39세

2.00

1.83

40-44세

1.99

1.85

전체

자료: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 63 -

자의인가 타의인가?
기혼여성의 갖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대체출산율에 매우 근접해 있다. 두명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희망은 여성의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2000년대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괴리는 현재의 합리적 선택이 출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것
이 아니라 다른 요건들 때문에 강요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들
이 때문에 더 아이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기피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초저출산 시
대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 자녀를 갖고자 하는 젊은 성인들이 겪고 있
는 문제이다.

♣ 연습문제
1.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예기되는 사회변화를 생각해보자.
2. 초저출산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자.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점과
차이점은 각각 무엇인가?
♣ 용어
장래인구, 적정인구, 고령화, 부양비, 인구학적 배당, 인구구조의 변화, 강요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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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화 사회와 노년의 정치화
- 독립과 돌봄의 가치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가?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들어가는 말: 노년의 경계, 존재양식, 그리고 의식
인생에 있어 노년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노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지만
명쾌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기대수명이 짧았던 시기 노년의 삶을 상

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노인을 버리는 관습에 관
한다. 두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알라스카 부락에서 버려진 두 여성 노인
에 대한 이야기이다(Velma Wallis, 1993). 식량사정이 좋지 않아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결
심한 부락의 수장은 두 노인 여성을 동행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결정하
였다. 버려진 두 여성 노인도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에 부담이
된다고 버려졌던 두 노인네가 새로운 땅을 일구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구한다는 내용을 주제
로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일본의 동북지역의 춥고 가난한 어느 자연부락에서 노인을 산에
버리는 관습을 소재로 잡고 있다.1) 이 마을에서는 인간의 생식과 생명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식된다. 남녀의 성교와 출산은 빈번하지만 태아나 아이의 죽음도 일상화되었다. 또한 현
명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노인의 죽음은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아프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묘사된다. 70세는 노인이 산으로 올라가는 해이다. 69세가 된
주인공 노인은 관습을 따라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한다. 이 영화에 대해 인간의 세상을 자연
과 분리시키는 문명의 관점을 비판하는 시선이 들어있다는 평도 있다. 장면 장면마다 부락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자연의 생태계의 질서가 교차되고 있다.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생산력이 취약한 아이와 노인이 버려지는 것은 힘 있는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자연 질서로서 묘사된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족애와 친밀성 그리고
돌봄과 생명 중심적 가치가 이 마을에서는 부정된다. 어쩌면 가장 자연적인 질서로 인식되
는 강자/적자생존의 논리는 문명화된 질서가 발전되어온 역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쨌
든 이 이야기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잉여가치가 제한되고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가
제약된 조건에서 자연의 초월적인 질서로 생명을 통제하는 인식과 관행이 구성되고 있는 모
습이다. 한해 한해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약한 생명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구성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오히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아이와 노인을 버리는 관행이
정당화되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일상을 보면 돌봄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
다고 상상된다. 오히려 생산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
화는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런 과정으로서 인식된다. 지금처럼 노동하는 삶과 노동 이후의
삶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생산활동에서 물러난 노년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의미
1) 楢山節考(나라야마부시코). 深沢七郎(1914-1987)의 1956년 소설로서 1958년과 1983년 영화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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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죽음을 준비하는가이다. 죽음은 개인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으며

또 피해서도 안 되

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노화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여겨진다. 생산성을 상실한 뒤의 오랜

삶은 공동체의 안전을 해하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도 고려장이 존재하였다. 가난으로 인해 노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어 괴로워한
자식의 이야기가 구전된다. 지금도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노인을
쉽게 만나는 것도, 긴
명 통제

생명이

자식이나 배우자나 사회에 폐를 입힐 수 있다는 오래된 생

인식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지금의 사고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
로 개인의 생명기간이 짧고 지나친 생명의 욕심은 냉혹하게 통제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
리고 생명의 유한성은

죽음을 초월적인 자연 질서의 부분으로 해석하는 도덕적 상징들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초월적인

자연을

매개한

삶과 죽음의 순환적 인식이 노년의 긴장을

덜어주기도 하였지만 자연의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삶의 욕구들이 노년에 거세
된 부분도 존재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의 욕구와 이를 통제하려는 사회의 이해가
긴장하는

것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생명을 통제하는 관행이 전해 내려오는 한편으로 가부장제와 효 관행도
전통사회의 노년을 묘사하는 상징이 된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어느 시기로 전통을 말하는
가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중요하게 영향지은 전통적 요소로서 조선
시대의 지배질서의 영향에 주목할 수 있다. 조선사회는 유교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이
다. 유교의 통치철학과 주체관의 깊이를 논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지만, 조선시대
의 유교 사상은 부계중심의 직계 가족제도와 효 규범을 확고하게 정착시킨 이데올로기였다.
부계중심의 직계 가족제도에서 노인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집의 대표자로서 자원을 관리하
고, 가족의 계승과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성원들의 헌신을 동원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 효 가치는 제사, 재산, 노동력, 호주계승의 가부장권을 떠받치는 도덕원리이다. 직계
가족제도의

도덕원리로서 효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봉양을 보편적인 인간

가치로서 강조하였다. 지금의 한국 노년 복지에서도 가족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데는 효 규
범과 직계 가족제도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존재한다. 한편

가족연구자는 조선시대에도 지

배계층의 가족이데올로기와 현실적인 가족질서에는 차이가 큼을 지적한다(최홍기, 1975).
가부장제적 권위를 행사하고 효행으로 돌봄을 받은 노년은

인구구조에서도 제한되었고 가

부장제의 물적 토대를 지닌 가족공동체도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부계 중심의 직계 가족이데
올로기와 가족의 실제 존재방식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지배계층의 가족
이념이 전 사회로 보편화된 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된
상황에서이다. 관습으로 규정되었던 가부장의 권력과 가족의 신분제적 성격이 보편적인 가
족제도로서 변형되는데
경계를 규정하기

중요한

위하여

제도가

되었던

호적제도는 일본의 명치정부가 일본인의

이에를 호적으로서 법제화하였던 것이 기원이 된다(오쿠마에이

치, 1998). 호적은 일본인과 피식민 조선인 사이의 경계를 질서 짓는 신분등록으로 조선과
대만에서도 법제화되었다. 그 결과

그

전까지 관습의 구속력을 가졌던 조선의

직계 가부

장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피식민 조선인 사이 본적 이
동이 금지됨으로써 국적의 위계적 신분화가 구조화되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짧고 노환의 기간도 짧았던 시기 노화와 함께 죽음이 강제되는 관습
들이 존재하였던가 하면, 또한 신분 지위에서 제한되지만 가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효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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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노년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전통사회의 노년은 초월적인 자연
의 질서로 정당화된 단명과 가부장제적 질서에 토대를 둔 권위의 이미지가 다중적으로 겹친
다.
많은 측면에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잉여가치가
체제와 연관된 정신

축적된

생산

현상이다. 재화가 부족했던 시기 공동체를 위해 통제되었던 개인의

생명, 소유, 성욕, 재생산, 돌봄 등의 욕구는 잉여생산이 축적되면서 그리고 개인의 사적 자
산이 축적되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정당화되었다. 또한 노동력이 조직적으로 관
리되면서 그리고 생산성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삶에 있어서도

기능의 가치가 발전하였

다．영양，위생，의료 술의 발달은 생명의 존엄성을

토대였고，

생명의

가치를

통해

그

존재 기반을 계속

발전시키고

생명의 우열을 구분하는 우생학적 생명관이
개인에
한

의해

엄격히

보장하는

있다．생명의

역으로

존엄성과 동시에

확장되었고, 생식과 죽음은

통제되었다． 이렇게 잉여생산의

또

국가와

물적 토대와 세속적

사회와

성공에

대

믿음은 부합하고 있다.
노년의 경계는 생산성과 우생학적 생명의 가치가 강조된 근대사회에서 새롭게

다．기대수명의

연장과

었다．그런데

노년이

함께

보다

많은

생산조직으로부터

사람들이
분리되면서

인식되었다． 기대수명은 연장하였지만 전통적인
약해지면서 의존의

필요는

더욱

노년의

사회경제적

권위를

계와

사적

관계에서

대한

부정적인

흔하게

살

수

지위가

상실하고

있게

되

약화되었다고

독립된 경제력이

취

커지게 되었다고 인식되었다. 노인이 가진 자원이나 권

위는 약화되었는데 돌봄을 받을 필요는 증가하면서 노인
대하고 그러면서 노년에

시기를

규정되었

인식과

부양에

노인을

대한

차별하는

사회적

우려가 증

행위들이

공적

관

이루어졌다고 여겨졌다. 생산성이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근

대사회에서 노년은 사회와 가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노년의 경계와

인식이 지배하였던 시기와 맥락은 각 사회가

경험한 근대화 과정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노년의
등－복지
터

분리되는

방식이나

현대사회에서

약자라고

로

노년을 누리는

풍요로운

위가

다른

연령과

사회전체의

또한

그

사회의

구조가 발전된 역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노년이

조직적으로

지위가

지위는

노년의

규정할

돌봄에

있는지

상이하다. 본문에서도
질문을

삶도 적지 않다. 또한

비교하여

경제발전

수

정도도

상대적으로

수준에

대한

더

제기할
어떤

사회적

장치들이

생산체제로부

다루겠지만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에서는

높기도 하는데 이는

의해 결정되는 것도

계급－불평

아님을

사회적으

노년의

노년의

노인이
경제적

경제적 지

시사한다．

다양하다.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된 서구

사회에서도 가족은 노인의 주된 돌봄 제공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주요한 정서적

지지자가 되고 그 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맥락은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폭발하
고 있는 한국 상황과는 대조가 된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사회에서는 노인의 경

제적 자원이나 신체적 돌봄에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그 만큼 가족 돌봄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도 높다. 한편에서는 가족돌봄은 부국건설을 위해 보존 되어야할 전통이
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적 복지 확장을 제약하는 발전주의 체제의 논
리이고 젠더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비판한다.
어쩌면 전통사회에서 만큼 현대사회에서 노년의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노년의

경계，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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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다양하고 분명하지

양식，그리고

의식은

않다고

생산체제와

<그림 1> 한국의 고령화

주: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유럽사회에서는 고령화가 19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진행된
반면,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돌봄

체계가

는

지금까지

은

인구가

젊은

구조화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재규정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줄어들고

노동력

새로운

고령의

중심으로만

조직될

늘어나는

수

없을

것이다．

지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 수준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장하는

노년

내부의

어떻게
지만

노년의

목소리와

기존의

노동시장에

존, 노화와 죽음과
노년에서도

발달은
건강

고령에서도

생산력과

생산성과

점차

증가할

특성에

것이다．

동일시되었던

노년의

삶에

생명과학과

치유할

수

있다는

있다．노화는
과학적

치유되어야

신념이

주

조직에서

노

노년이

영향을

받겠

생명기술의

있다．질병과 의
개입하면

있다．생명과학기술의

하는

강해지고

유

삶을

돌봄 시장이 깊이

생산성, 힘, 건강,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확장되고

이상

건강을

또한

노화에 대한 숙명론적 인식을 도전하고

삶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상태로

인식들이

더

관찰된다． 물론

각 사회의 생산 및 복지체제의

노동통합을 강조하는

생산방식도

이해가 결합되어 생산
경향도

변화

있다．점차적으로 젊

제기되고 있다．생산적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통합되는가는

더욱이

있다． 또한 노년에도

인식과 관행들이 변화되는

발달과 돌봄 서비스의 확장은
서

증가하고

예고하고

인구구조에서

유지하고

분리하였던

인구가

세계를

건강을

년을

있는

인구가

노년의

있다．인구구조의

질병이며

있다．

정상적인

돌봄 서비스 시장

의 확장은 장애, 무능력, 의존적 상황에서도 생명이 존엄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들도

영양, 돌봄, 위생, 복지의

리하려고

노력하고

주체가

있다． 건강하고

되어

생산적인

유지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희망은 고도의
생명관을 발전시키는
자유주의

흐름과

친화적인

현시대의

있지만

다른

한편

통해

노년에

생산 가치를

생명과학기술，그리고 생산,
중요한

이렇게 현대 노년의 삶과 인식은 한편으로
도

생애를

정신

열심히

대한

생산성과 건강을 관

희망과 생명의 존엄함을

추구하는

소비, 부양능력의

발전체제, 우생학적
주체를

강조하는

현상이다．

사회적 약자, 질병, 죽음과 동일시되는 부분

의존, 노화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키려는 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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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또아리

<표 1>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65세이상인구구성비

국가

소요기간*

7%

14%

(year)

프랑스

1867

1980

115

스웨덴

1890

1975

85

미국

1945

2010

75

영국

1930

1970

45

독일

1930

1975

45

일본

1970

1994

24

한국

2000

2018

18

*소요기간은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7%에서 14%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

를 틀면서 재편되고 있다. 한편으로 과학주의 논리로 조직된 생산 현장에서 노화, 질병, 의
존의 경험들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인을 생산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약
자화시키는 주요한 논리가 되었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생산
성이나 능력의 객관적 기준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나이 듦을 이유로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노인차별 인식과 행위가 구조화되었다. 그런데
명가치는

노년을

아예

재규정하는

힘으로도

발전되고

생산성과

생

있다．생산성, 건강, 기능을 중

심으로 노년을 관리하고 노년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다. 이제 성공과
생산의 논리는 더 이상 노년 외부에서 노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 내부도 포섭하게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자기 규율이 클수록 노인 스스로 노화, 질병, 돌봄, 죽

음을 경험하는 것이 커다란 짐과 부담으로 인식하게 된다. 보다
애

동안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오랜

생

사회 전체에서 그

리고 개인의 경험에서 기능이 쇠퇴하는 노화의 경험도 확장되고 있다. 연장된 기대수명의
상당기간이 질병과 돌봄의 시간으로 채워져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은 부인하기 힘든 삶의 조
건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돌봄 윤리에 대한 논쟁의 지형도 공사 경계를 넘어 확장되
고 있다. 이렇게 노년에는
한국의

현

노년의

독립과 돌봄의 가치가 새롭게 제기되고

삶은

노년시기가

있다.

크게 확장된 것과는 대조되어

사회, 심리적으

로 위축되고 주변화된 여러 징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노인이 사회에 참여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충분한 양질의 도움을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돌봄을 받고 싶
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 사회, 국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
고 있다. 오히려 가족과 사회, 국가에서 노년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그리고

노인은 흔히 차별에 노출되게 된다. 노년의 삶이 대폭 연장되었지만 그 연장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참여와

지원 환경이 부재한 상태에서 많은 노인은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부담

을 주지 않으려고 자살과 존엄사를 선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쟁력과

인간개발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지만, 노년의

기대수명의 연장이

국가경

현실에서 오래 사는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경험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은 어느 사회와 비교해서도 매우 빠른 시점에 주된 일거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은
퇴는 비단 경제적 활동에서의 물러남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사나 가족사의 중요한 토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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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97년과 2007년의 연령별 사망률 비교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2007

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욕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과거
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은 유익하지 않은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노년의 덕으로
서 강제되고 있다. 그리고 노년의 부정은 고령층에서 중장년층, 심지어 청년층에도 공유된
다. 생애 전반에 걸쳐 나이에 따른 은퇴압력이 지배하면서 노년의 은퇴는 당연한 것으로 사
회 전체가 동의하고 문화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장유서열식 권위주의관계
가 세대 간 거리를 조장하여 누렸던 세대에 대한 누리지 못한 세대의 폭력적인 반격으로 은
퇴가 강제되는

부분도 있다.

배제되지만, 믿고

의지할

수

이렇게 독립적인
있는

돌봄의

시민으로

환경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에서

취약하다.

이와 함께 노년내부의 격차와 분리도 심해지고 있다. 보편적인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는 문화가 확장되면서 노년 안에서도 개별적인

자원을

통해

집단과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스스로

사회의 배제와 무시 속에

구하고

일반적으로

등구조가

심화

다． 현

지원받을

수

있는

갇힌 집단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노년이 부정되고 주변화되고，노년
회에서나

돌봄을

나타나는

발전되어온

내부에도

근대화과정의

한국사회의

격차가

결과가

심해지는

현상은

아니다．그것은

특수한 근대화

과정과

어느

복합적인

밀접히

사
불평

연관되어

있

65세 이상 노인은 식민지기에 태어나서 대부분 근대적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였고,

산업구조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가 거의 부재하였던 시대를 가족을 위
해서 그리고 부국건설을 위해 살았던 세대이다. 많은
는

빈곤은

근대적

장제적

문화에서

복지에

대해

가 취약하게
물론
확인되고

한국

교육과

안정된

직업생활

주변화 되었던 여성의

효규범을

강조하거나

구조화된 근대화과정과
노인

전반을

있다．안정된

약자로

삶과

개인적인
깊은

기회를
밀접히
책임이

관련성을

파악하기

노년의

갖지

생활을

못했던

연관되어
중요시

구속하고

있

생애과정과

가부

있다．그리고

노년

되는

인식도

사회 복지

가진다．

어려운

노동경력 덕택으로 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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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화가

여유자산을

이미
가지고

노년층
건강과

내부에서
사회관

계를

적극적으로

인구는

생산적이고

된다．

그럼에도

유지하는

중산층

사회에 참여하는 노년
불구하고

노년

개선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동，
／복지
수

전반의
소득，

이어지고

있는

위험도

평생을

통해

늘어가고

문화를
건강

빈곤의

있고

이들

중산층

노년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

노인에

대한

주도하는

차별이나

구조에서，고등교육기회에서의 격차와

불평등으로
할

노년인구가

등의

취약
자원이

불평등하게 조직된

노동지위에서의
덫에서

사회복지가

격차는

벗어나지

못한

노년의
노년

생산
누적된

삶이

출현

크다．또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개인들의 삶은 어

느 때보다 파산과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애 전반에 불평등과 위험이 심화되는
구조에서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의 가능성은 제약된다.

노년은 다른 집단 혹은 다른 생애과정과 마찬가지로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약자로 전치시키
고, 동정하고 부담스럽게 대하는 우리의 중심된 제도와 시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위해 강조되는 제반의 권리들은 노인의 삶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국적, 성, 연령, 장애,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년의 존재양식과 정체성이 억압받는 사회구조적 연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노년의 소득, 노동, 돌봄, 사회참여/정체성에서의 긴장과 그 사회성을 드러내
고자 한다. 노년을 둘러싸고 그리고 노년을 규정짓는 힘들은 국가, 기업, 시장, 지역사회, 가
족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노년의 독립성
과 돌봄의 가치가 가족관계 틀 안에 속박되어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화되는 계기가 부족하였다.

공론화되고

제도

그리고 독립과 돌봄, 그리고 노년의 삶을 규정짓는데 시장의

힘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고려에서 노년의 존재양식과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사
이의 관계를
는

노년의

국가, 시민사회, 시장, 사적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1절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생산 및 복지체제와 생애(life course)의 연관 속에서 살펴본

다. 2절에서는

노년의 은퇴과정의 긴장이 어떻게 생산체제의 위계화와

는가를 논한다．3절에서는
논한다．4절에서는
관계에서 구성되고

왜 가족 돌봄의

부담과

돌봄의

고용불안과 연관되

사회화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노년의 사회활동의 제약과 정체성의 긴장이 구체적으로
있는가를

논하고

어떤

사회

있다．마지막으로 현재의 노년의 존재양식과 관련된

객관주의 인식의 신화에 대해 논한다.

♣ 연습문제
10.본인의 은퇴이후 노년의 삶은 어떠할지 상상해보자. 자신이 기대하는 노년의 삶과
현실을 반영한 노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 용어
노년의 경계, 존재양식, 의식, 가부장제. 고려장, 효규범, 복지/돌봄체계,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인구, 고령화, 연령구조의 변화, 은퇴, 생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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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노인은

왜

가난한가

1. 소득 보장의 원리
상품을 소비하는 경제 속에서 안정된 소득확보는 생활에 기초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활용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빈곤은 물질적 생활의 불편함이나 기능적 결핍 뿐만 아
니라 사회관계에서의 고립과 박탈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관계의 복합적인 결핍 속에서 빈곤
이 재생산되는 부의 순환관계가 고착되기 쉽다(박경숙, 2008).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
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논해지는 것도 개인의 소득창출능력이 가족, 노동, 복
지체제와 같은 다양한 생산과 분배 기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보장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제기되는 이유는 소득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물
질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를 규정짓는 한편 그 소득기회가 다양한 불평등기제 속에서 차별화
되기 때문이다.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들
이 갈등할 수 있고 소득보장의 개인적 역량이나 필요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생산지위나 소득지위는 다양한 집단지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현대 사회 성원을
구분하는 집단범주는 국가, 민족, 가족, 계급, 젠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기회는
이들 집단 질서에 따라 중요하게 차등화 될 수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국가에 의해 보장
받는 제반의 권리들은 흔히 차이가 크다. 생산관계 내에도 생산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
양한 지위체계가 발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소득기회에 차이가 크다. 젠더관계는 오래 동안
노동과 소득지위를 규정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가족중심의 상속과 부양의 원리도 개인의 소
득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소득 보장의 중요한 논리로서 사회 연대적

협

약이 중요한 사회도 존재하며, 개인의 자본과 기여와 보상의 시장 원칙이 더 주요한 사회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소득보장의 원리들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소득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인적자본과 숙련을 개발하는 기회를 구속하고

또 개인의 생산력이 평가되

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서 집단지위, 시장지위, 사회연대 중 어느 한
원리로서 소득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들 세 차원의 원리들의 영향
은 상대적이고 그래서 흔히 정치적 갈등과 협상의 주제가 된다.
개인이

생애를

통해 소득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교육과 노동은 개인의

독립된 소득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교육과 노동 기회가 보장되는

방식

이나

여느

사회에

교육과
비해

노동이
높게

평가되는

방식은 다양하다．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의

인식된다．여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과

가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차이가 큰 이유가 있다. 요컨대 교육은 자원획득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평등의 중요한 기제로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과잉교육

열이 조장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한가 반문하면서도 모두
가 대학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교육성취의 보상체계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또한 생산지위의 위계적 구조 다시 말하여 위계적인 계급구조에서 강화되었다. 한
국의 생산조직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트랙 등에 따라 단층화되어 있
다. 노동의 보상, 훈련기회, 그리고 고용과 은퇴과정의 안정성은 어느 생산 조직에 입직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크다. 고등교육은 이렇게 단층화된 노동지위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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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년의 소득지위의 도덕, 정치, 경제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교육의 가치가 배타적이고 노동지위가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것은 보편적인 현대 숙련

관리 체제로서 파악하기 힘들다. 오히려 개인의 생산지위가 보편적 연대의 원리보다 집단지
위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체제에서 형성되었다. 한편으로 위계적인 노동 지위 중
어디에 속하는가는 개인의 상품가치에 따라 중요하게 결정된다. 보다 높은 노동지위를 확보
하기 위해서 개인은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물론 다양한 자격과 능력들을 개발하도록 강제되
고 있다. 그리고 인적능력에 대한 투자비용이 고도화되면서 교육 및 숙련 기회가 가족배경
과 같은 개인의 귀속지위에 의해 크게
개인의

소득지위가

개인이 획득한 능력이나 가족과 같은 집단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개인적 능력도 없고 집단
사회에서 빈곤

위험이

영향을 받는다.

큰

지위도 취약하면 빈곤할 위험이 크다.

집단의 특성은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의

다시 말하여 한국

특성을 잘 반영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개인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강조되고 그와 동시에 가족 지위에 의해 개별
지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특성을 가리킨다. 아동기의
진

가족 배경에서

크게

영향을

에서 취약한

흔하게

발생하고，청소년기

받는다．위계화된

노동구조와

노동지위와

교육투자

높은

빈곤은

교육성취의

가족 이전에
비용은

중년기

취약한

제약도
크게

노동지위를

가족

배경에

가
따라

의존한

소득 보장 구조

경제생활을

압박한다. 또한

노년의 빈곤은 취약한 노동지위를 가졌고 가족 부양 능력이 제한된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
타난다. 여기에 젠더, 국적, 민족에 따른 차별이 결합될 때 빈곤의 위험은 더욱 중층화된다.
반면 소득보장에 있어 사회

연대 원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득지위가 개인

의 능력이나 집단 지위에 의해 배타적으로 결정되기보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는 생산,
복지 환경들이 발전되어 있다. 교육에
내부의

고용과

소득

조건의

차이도

따른

배타적인

보상차별의

조정 된다．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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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도

사회 연대에

약하고

기초한

노동

소득 보

장구조에서 노년의
현대
회의

사회에서

불평등

소득보장이
국가의

구조와

훨씬

안정적으로

확보될

복지기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밀접히

연관된

계층화기제이기도

수

있다．그런데
하다．

를 추구하는 국가 기능은 노동권과 소득보장에 있어 사회 연대의
에서

이루어지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국가 복지는

분절화된 계층사회에서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그

사

보다

보편적인

복지

원리가

강조되는

사회

노동지위와 소득지위가 위계적이고

나타난다．국가의 복지기능이 사회마다 다양한

것은 생산, 복지체제가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구조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소득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과 복지

체제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개인이 생애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빈곤 위험이나 불평등의 수
준은 개인의 소유권과 시장능력, 집단지위, 혹은 사회 연대 원리가 어떻게 생산과 복지체제
를 구조화하였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사회마다 개인의 노동력과 소득지위를 보장하
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과정들이 다양함을 시사한
다. 비슷한 경제수준에서도 빈곤과 불평등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상이한 생산／복지체제로 구분된 몇몇 사회들에서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연령집단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자.
흥미로운 것은 여러 사회에서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1980년대 이후 변화되었지만, 국
가별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빈곤율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상대

적으로 높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높다. 주지하는 사실
이듯이 미국인의 소득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시장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커서 소득불
평등이 전 연령에서 크게 나타나고, 특히 노동시장 지위가 약한 청년기나 노년기에 빈곤율
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스웨덴은 청년기(특히 20대 초중반) 빈곤율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연령에서는 빈곤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불평등 정도도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다. 청년기 소득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격차가 큰 이유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염두에 두는 가설은 아직 노동지위가 안정화되지 않아 소득이
제한되고 내부 격차가 클 가능성이다. 청년기를 제외하면 빈곤 위험은 적은 편이며 불평등
도 낮은 편이다. 이는 무엇보다 남녀, 연령에 관계없이 안정된 경력 노동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결과로 판단된다. 안정된 경력노동이 보장되는 것은 사회연금 급여의 보편성
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 스웨덴 국민의 노년에서의 낮은 빈곤율과 낮은 불평등은 안정된
노동경력과 보편적 연금혜택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미국과 스웨덴 국민의 연령집단별 빈곤위험과 불평등 정도는 차이가 크지만, 공
통적으로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불평등이 증가한 현상도 주의 깊게 주목되어야 하
는 현상이다. 사회마다 생산, 복지체제가 발전되어온 고유한 과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연대 임금을 강조했던 스웨덴에서도 신자유주의 원리가 생산조직과 복지
제도에 도입되어 개별적 임금지위에 차이가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청년기와 중장년
기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노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사회의 연령집단별 소득 분포는 또 다른 패턴을 보인다. 빈곤율에서는 미국과 비슷
하게 청년기와 노년기에 높은 패턴을 나타낸다. 또한 지난 1986년에서 2001년 사이 70대
이상의 빈곤율은 감소한 반면, 20대와 30대의 빈곤율은 상당히 크게 상승하였다. 일본의 경
제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이후 크게 침체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율이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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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빈곤율과 지니계수

자료: 白波瀬佐和子 （shirahase Sawako), 2009에서 재구성함.
주: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측정하였고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측정함.

<그림 5> 스웨덴의 빈곤율과 지니계수

자료: 白波瀬佐和子 （shirahase Sawako), 2009에서 재구성함.

대 후반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더불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비정규직, 파트타임직, 등 불안
정 노동종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가 청년기 빈곤율과 불평
등의 상승과 관계가 깊다고 사려된다. 한편 70대 이상에서의 빈곤율과 불평등이 해당 기간
감소한 것은 1945년 전쟁종료부터 1990년 초까지 지속된 일본의 고도성장의 결과 고용안
정과 소득지위를 유지하였던 세대가 고령화된 영향일 수 있다. 한편 1990년 이후 청년기
및 중장년기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연금혜택에 있어 큰 확장
이 없는 한 노년의 불평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고도성장시기가 늦은 대만 사회의 경우,

빈곤율와 불평등 정도가 고령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도성장 전 후 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한 결과를 반
영한다. 현 대만사회 노인은 대부분 안정된 노동경력을 갖지 못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비율도 제한된다. 그런데 60대 이상 노년에서의 소득지위가 1990년 이후 더욱 악화되는 경
향은 경제성장 총량의 차이로서 잘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불평
등정도도 대만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도 다
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고, 또 1990년대 후반 이후 더 악화되었다. 이는 노년의 사회보장
제도가 크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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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더욱

불안해진

경제난

이후의

<그림 6> 일본의 빈곤율과 지니계수

자료: 白波瀬佐和子 （shirahase Sawako), 2009에서 재구성함.

<그림 7> 대만의 빈곤율과 지니계수

자료: 白波瀬佐和子 （shirahase Sawako), 2009에서 재구성함.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사회에서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발전 수
준 자체 보다는 안정된 노동과 소득지위가 보편적으로 지원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빈곤과
불평등을 설명한다. 안정된 노동과 소득지위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스웨덴에서는 빈곤율과
불평등이 모두 제한된다. 일본사회의 생산체제도 장기간의 안정된 고용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의 생산체제는 기본적으로 기업 부문간 격차가 심하고 여성노동
이 배제된 특성이 강하다. 또한 중장년에 빈곤과 불평등이 낮은 데 비해 노년의 빈곤율과
불평등이 높은 것은 노동지위의 차이를 보완하는 소득보장의 효과가 제한된 영향일 수 있
다.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지위는 개인이 시장능력에 따라 차등화되며 모든 연령집단에
서 불평등이 크다. 또한 살펴본 사회 공통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제성장의 총량적 수준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여러 사회
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방식과 복지체제에서 유연화가 강조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애전반에서 생산과 소득지위의 차이가 커지는 결과 향후 노
년의 소득불평등은 현 노년세대와 비교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측면에서 가장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낸 시기는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이고 일본에서는 2000년으로 나타난다. 이 가장 안정된 시기를 거쳐 노년의 불평등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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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에서 청장년기 빈곤율과 불평등정도가 낮은 것은 무엇보다 고도성장 단계에
서 구조적으로 확대된 고용기회와 연관이 깊을 수 있다. 청장년층의 소득지위가 일반적으로
보장되는데 반해 고령층의 소득지위가 크게 취약한 것도 고도성장 전후 세대의 노동기회와
소득 지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고도성장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될 때 중장년층의 소득 구조는 지금의 안정된 패턴과는 상당
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관건은 안정된 노동지위와 소득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
게 갖추는가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 노동지위나 소득지위를 획득하는 방식은 개별적
능력이나 시장논리와 가족지위에 의해 중요하게 결정되고 있다. 이런 논리가 계속 강화된다
면 고도성장의 효과가 끝나는 시점부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 노년의 소
득지위는 적어도 고도성장기 산업세대가 노년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일정기간 개선될 가능성
이 있다.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는 노인의 비중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세대에서
의 불평등 심화는 노년의 소득지위 개선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고도성장기 터
널을 지났을 때 대만이나 한국사회의 연령집단별 빈곤과 불평등 분포는 어떤 특성을 지닐
까. 지난 10년여 동안 노년의 소득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은 생애를 통해 소득불평
등이 누적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우리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기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석재
은⋅김태완, 2000). 누가 빈곤의 위험이 큰가를 분석할 때 한결 같이 잡히는 계층이 고령층
이다. 2004년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에서 생활하는 노인(65세 이
상)의 비율이 65.3%에 달한다고 한다(정경희 외, 2005). 노인의 빈곤위험의 심각성은 비노
인가구와 소득수준을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구인회(2002)는 노동패널자료
를 이용하여, 비노인가구와 60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나누어 절대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노인가구에서는 12.7%, 노인가구에서는 40.9% (1999년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최연수
와 류연규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절대빈곤율을 계측하였는데, 60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율이 28.4%로 일반가구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최현
수, 류연규, 2003). 공공부조의 주요 대상 중 노인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4.1%에
서 1999년 27.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저 생활수준의 인구 중 노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2003년도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의 비중은 2.8%인데,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의 비율은 그 세배가 넘는 것도, 노년층의
빈곤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한국 노인의 빈곤상황은 소득원의 분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내각부가 2000년도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장-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예로 뽑히는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노년의 소득원이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표 2>). 사회보험제도가 발달된 스웨덴
의 경우, 공공연금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일본도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연
금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또한 노인의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국가내
에서 보면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성 노인의 소득원은 남성 노인들 보다 공공연금
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시장 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다.
한국 노인의 소득은 가족이전이나 개인 노동, 사업 소득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
고,

사회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비중은 제한된다. 남성노인은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

우가 빈번하며, 여성노인은 자녀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크다. 표에서 살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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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별 빈곤율

자료: 노동패널 1998-2002.
주: 빈곤율은 해당년도 가구구성별 최저생계비 수준에 기초하여 구함.

듯이 공적연금이 주된 소득원인 비율은 모두 제한된다. 2010년도 고령화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14.2%에 그친다(김수완, 2010).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노인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 내부에서도 여성, 후기고령자,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게 나
타난다.

2. 한국 노인의

소득원의 긴장

그렇다면 왜 한국 노인은 가난한 것인가? 너무 뻔한 질문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 누
구나 쉽게 현 한국 노년의 몸에 베여있는 가난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현 한국 노인은 만성
적인 궁핍을 몸소 경험한 세대이다. 많은 노인이 근대적 교육기회를 받지 못했고 안 해 본
일 없을 정도로 많은 전직과 사업실패를 경험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왔다. 당연히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은 거의 부재하였다. 또한 노년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가 잘 구비된 것도 아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가난한
것도 일반적이라고 인식된다.
위의 해석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 급속한 고도성장은 많은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켰
지만 노년세대까지 그 혜택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아마도 고도성장 산업세대는 현 노년세대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이 주요한 소득의 원
천인데 노년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어서 소득이 취약할 수 있다. 많은 노인
이 노동활동을 바라는 이유도 경제적 이유가 크다.
그러나 현 노년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하고 노동소득 상실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노
년의 빈곤은 과도기적이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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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원 (2000년 기준)

남

여

임금

공적

사적

저축

재산

자녀

생활

소득

연금

연금

인출

수입

지원

보호

한국

41.3

7.3

0.8

12.8

6.0

26.3

4.0

1.8

일본

27.9

63.2

2.0

0.7

3.4

1.4

0.4

0.7

미국

16.6

49.7

20.7

1.4

8.2

-

0.5

1.6

스웨덴

12.9

78.0

3.2

0.2

0.2

-

3.4

1.8

한국

19.3

5.0

0.5

7.4

5.3

54.4

5.6

2.5

일본

14.3

71.5

1.3

2.3

1.3

5.1

1.3

2.7

미국

11.7

62.0

13.0

0.5

6.0

0.2

0.5

4.3

스웨덴

10.9

81.8

0.9

0.9

0.2

-

2.5

2.5

기타

자료: 일본내각부. 2002. 노인의 생활과 의식, 제5회 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

하다. 앞서 여러 사회에서 관찰되는 경로의존적인 차이들을 고려해 보면 한국사회에서 어떤
경로의존적인 소득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
전반의 생활수준이 높고 전국민의 연금화가 우리사회보다 일찍부터 도입된 일본사회에서도
고령층의 빈곤율과 불평등이 높은 현상은 고도성장과 법제적인 연금제도 확장이 노년 소득
안정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시사한다. 대만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의 높은 빈곤율도 같은 맥
락에서 고도성장세대의 고령화와 연금보장확대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예단하는데 주의가 필
요하다.

<그림 9> 65세 이상 노년의 소득구성비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1994, 1998, 2004, ‘노인생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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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빈곤은 생애 빈곤위험과 불평등이 누적된 영향이 크며, 그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
듯이 노년의 소득지위는 사회마다 차이가 난다. 노년의 소득구성은 한편으로 노년시기에 소
득원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노동이나 자기 사업을 통한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도 존재한다. 또한 가족부양을 통해 소득을 보완하는 경우도 예외적이
지 않다. 사회보장 역사가 길거나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보험의
이

중요성

큰 경향이 있다. 여기에 젊어서부터 관리하였던 자산 역시 중요한 노후의 소득이 된다.

그런데 이런 소득의 원천들이 노년에 갑작스럽게 정비되는 것이 아니다. 노년에 제공되는
가족부양은 장기적으로 구성된 세대 간 증여관계의 한 결과이다. 노후의 자산 역시 과거 노
동경력이나 소득활동의 결과이다. 사회보험의 혜택 역시 얼마나 안정된 노동경력을 갖는가
에 따라 많은 경우 차등화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년의 빈곤은 과거

노동, 소득지위와 분

리된 현상이 아니다.
한국노인은

소득보장의

책임을

사회보다는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인

식이 강하다．2)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이 발전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환경들이 존재한다. 우선 노동은 노년에도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서구 여러 사
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고령
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구사회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연금급여를 낮추고 노동참여를
연장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은 편이다. 주된 이유는 노동이 노년의 주된 소득원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연금 혜택 기회도 제한되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
에서 한국 노인의 노동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크다.
노후 소득 생활에 개인 책임이 강조되는 또 다른 배경은 노년층 내부에도 계층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남성이며, 학력수준이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보장의
책임은 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노년에도 독립적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중산층이 확장된 영향이 크다. 최근 들어 노년의 독립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논의가 확장되는 것도

노년 내부의 계층적 변화와 연관된다. 그런데 왜 중산층의

확장이 공공적 복지의 확장을 견인하지 못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사실이듯
이 1987년도 6‧29를 끌어낸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인권억압으로 얼룩진 국가권력과 지배계
급에 대한 저항인식이 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견제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항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그런데 권력의 주
체가 민중에게 있다는 의식을 지도한 집단 중에는 노동자 뿐 아니라 학생과 중산층의 영향
이 컸다. 아니, 학생과 중산층은 사회적 연대를 동원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노동자보다 더
컸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여론의 예를 들면, <1987년 전환기 한국사회조사>에서 6‧29 선언
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집단으로 학생이 67.68%, 중산층이 9.38 %, 노동자가 3.86% 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심화된 계급격차는 사회경제적 권리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중산층이 이탈하였음을 가리킨다. 오히려 계급격차가 심해지는 구조에서
개별적인 지위 이동과 권리인식에 방점을 찍은 중산층의 복지 태도는 시장 중심으로 상당히

2) 2009년 노인인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중 노후 생활보장의 책임이 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의견이
29.5%, 가족(자식)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26.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박경숙 외, 2009).
60세 이상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노후 생활보장 책임이 본인 스스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이고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율이 9.7%로 나나타났다(박명화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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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3) 노후대비를 위한 각종 금융, 효도 돌봄 상품이 나오고 중상
류층 노년을 타겟으로 한 성공적인 삶의 욕구를 촉발하는 마케팅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공적인 노년 담론이 활성화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존적이고 사회에 부

담이 된다는 노년의 이미지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1980년대에도 신문 지면에 표현되기도 하
였다. 주로 중요한 위치에서 현역활동을 하다 은퇴한 사회의 저명인사들의 사설이 주를 이
룬다. 그런데 성공적인 노년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1990년대 이후 보다 빈번하게 여론을 채
우고 있다. 그리고 노년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와 정부가 나서 은퇴 없는 생
산활동,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강조하는 관념들을 소개하고, 신노년의 문화 만들기에 참가하
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노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공적 노년 담론과 동시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부담 일색의 시선은 성
공적인 노년 담론이 노인 스스로의 책임을 통해 복지 부담을 회피하려는 국가, 사회, 가족
의 이해와 사회에 부담지우지 말라는 묵언의 압력에 의해 강제된 노인의 독립선언일 수 있
다.
이렇게 노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강조되면서 노후 불안은 더욱 가중화되고 있다.
노후불안은 다시 노년의 소득 대비를 위해 금융과 부동산 투자활동에 대한 개별적 노력들을
유인한다. 안정된 직업력을 가졌던 계층은 노후에도 안정된 소득기반을 가지는 반면 불안한
노동경력과 소득지위를 가진 계층은 노후에도 불안한 소득 지위에 놓이는 경향이 부각된다.
노후의 대비는 이제 대부분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가족은 한국 노인의 소득안정에 중요한
하고

있다．노인의

녀로부터의
중요하게

소득 이전에
기능하고

가족내 세대간
을

취할

모의

빈곤위험은 자녀와
있는

물질적인

수

있는

해석되고

많은

크게

것은，
부모의

성장한

때，

감소하고

단순히

증여관계가

기회는

돌봄을 받으면서

어렵다. 또한

의해

동거할

있다．

노부모

장기적으로
증여에

자녀와 따로 살더라도 자

노년

소득에

가족의

장기간

영향을

받는다．장기간

노부모를

부양하는

있다． 전통적인

장남중심

태도가

행위는
약화되고

상속권과

연관되어

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녀의 권리인식이 배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비록

재산을

가진
규정력이

는

또한

준

노부모가

녀들

많은

강하다. 이렇게
긴장을
자녀의

가족을

포함하고
홀대를

법적으로

부모의

통한

있다．

부

재산은

증여관계가

노후의
소송한

자녀가
지속되고

노부모

상속할

상속한다는 문화적
있지만

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사례나

협의되고

자녀평등한 상속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소득능력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인식을 무시하기는

경우

노인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전이

돌봄의 책임인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구조화된 때문이다. 개인이

의해

자녀세대가

그리고

기능을

부양을

그

관계

재산을

물려

둘러싸고

자

사이에 갈등이 빈번한 것은 상속의 권리와 돌봄의 책임을 둘러싼 가족 내 긴장이 심

3)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태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2002년 실시된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10-20년 후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성
장 우선을 지목한 비율이 20%인데 반해 분배 우선을 지목한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다. 2004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성장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복지향상에 힘써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76.7%로 요약된
다. 한편 2007년 실시된 <외환위기 10년 의식 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장보다 복지에 힘써야 한다"는데 동의
하는 비율은 35%에 그치고, 특히 중산층이 이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32%). 서로 다른 표집
틀에 기초한 조사이고 설문구성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차별화된 정권이 등장한 전후
여론이 급변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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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득분위별 소득원 분포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1994, 1998, 2004, ‘노인생활실태조사’

각함을 가리킨다.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본 대가로 가족으로부터의 노후 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적 부양의 권리와 책임을 둘러싼 가족 성원 사이의 갈등은 일상적인
가족사가

되고 있다．독립적 생활력이 취약한 많은 노인이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에 대한 부담인식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녀부양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은
노인 자신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인식한 배경이 된다.
이렇게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노인 자신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취약한 구조를 반영한다. 여느 사회에서처럼 한국의
공공복지는 취약자 집단에 대한 구휼적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취약층에 대한 국가복지
가 선포된 시점은 군사정권이 집권하였던 시기와도 겹친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이 그것이다. 이들 제도
는 한편으로 사회에서 주변화된 계층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공식화하는 의의를 갖지만,
사회에서 배제된 계층을 독립된 주체보다는 무능력한 약자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정체성을
고착시키는 효과도 가졌다. 또한 동정과 낙인의 시선이 팽배한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복지는
공공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 효과도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취약층 복지제도
에서도

보편적인 인권관점이 강조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노인복지를 보편적 인권관점에

서 해석하는 인식은 제한된다. 이는 제도 정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가 가족부양책임
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 제정된 한국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에 있
어 가족중심의 논리를 명시하고 있다(현외성, 1988). 복지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소득과 서비스 지원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노인에 제한되었다. 이렇
게 잔여적이고 구휼적인 복지제도에서 재생산된 복지인식은

동정과 부정적 낙인이 주를 이

룬다. 국가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노인복지 정책들은 경로효친의 수사와는 모순되는 시혜적
의미를 가진 구휼정책이었으며 이는 노년을 취약한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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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렇게 취약층에 제한된 국가복지에서 복지는 일반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 시
민에게는 수치로 수혜자에게는 은혜로 인식되었다. 이후 노인복지법의 크고 작은 개정 내용
에서도 노후의 소득보장이 보편적인 권리로서 제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복지법의
크고 작은 개정 내용은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민간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
고

또한 가족부양의 원리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1992년과 1998년 개정에서는 복지시설

과 서비스의 유료화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감
세와 상속가산을 법제화하였고, 1996년 개정에서는 노인을 보호하는 단체나 개인이 자녀에
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노인복지제도가 구휼적이고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틀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제
도확장이 지연된 이유가 크다. 1988년 이전에는 공립교직원과 공무원만 연금보장을 받았다.
일반 작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1990년 이후에서야 급속히
확장되었다. 1990년대 단기간에 국민연금 제도가 확대된 것은 한국의 복지제도의 성격과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은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 과정에
서 노사관계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역동적 갈등과 타협의 제도화 결과였다고 지적
된다(Shin, 2003; 우명숙, 2005). 198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노동자의 정치력이 매우 약하였고 국가도 억압적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노사 타협의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최균,
1992; 송호근, 1993).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금제도가 먼저 시행된 것은 고도 성장 속
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노동 조직화가 강한 대기업에서 노사간 타협으로 기
업복지가 발달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송호근, 1993; 우명숙, 2005). 송호근(1993)은
기업복지는 급속한 산업화에서 급성장한 노동계급의 도전을 체제내화한 제도이며 기업 성장
의 적정분배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기업복지가 노동
통제의 이해에서 제도화되었다는 입장을 지니는 학자들은 기업복지가 노동자를 회유하고 분
열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사회보험제도가 급격히 민주화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선별적 기
업복지에서의 의미 있는 이탈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성경륭은 기업복지체제의 한계를 넘
어 복지의 보편성이 정착되는 변환으로 평가하는데 더 무게를 실는다(성경륭, 2000). 그는
개혁적 국가 리더쉽과 시민운동의 발달이 1990년대 후반의 포괄적인 복지 개혁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의 이해관계의 안정된 구조가 결렬되는 위
기 공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강한 연계에 의해 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내부의 분리가 복지제도에서 제대로 완충되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취약한 고용상황에 놓인 임금근로자나 자영인의 경우,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사회
보험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복지권의 법제적 확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 낮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보다 개인연금, 펀드,
부동산 등의 금융자산을 키우는 것이 노후 대비책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보험
을 신뢰하지 않게된 데에는 제도적 실책요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논리에 강하게
포섭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의 국가복지가 취약층보호제도에서 보편권을 보장하는
공공제도로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시사한다(박경숙, 2009).
현 한국 노인의 소득 보장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과 개인들의 소득축적 기회의 향상에 따라 앞으로 노년의 빈곤율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또 불평등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과 가족지위에 의해 소득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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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공연금가입자의 비율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통계청, 경활인구 (KOSIS)
주: 1999년 (도시지역가입자 포함)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제외시켜 가입률을 구함. 백분율은
전체가입자 분의 가입자

결정되는 논리가 생애 전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고도성장 산업세대의 노년지위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견되지 않는다.
노년의 소득지위는 노년기 소득 지원체계가 어떻게 구비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생애 전
반을 통해 누적된 기회와 불리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요컨대 노년의 소득지원체계는 생
애 전반의 소득지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결국 시장지위, 집단지위, 연대 등 상이한 소
득보장 원리가 생애를 통해 소득지위를 규정하고 그 누적된 영향이 노년에 두드러진다. 한
국 사회는 소득보장의 보편성(universality) 원리가 정착되기 어려운 틀로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소득보장 지위는 사회 연대의 틀이 약하고, 시장논리와 귀속 지위에 따라 위계
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 결과 생애를 통해 교육 기회가 차별화되고 보편적 노동 경력

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이 크다. 생애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누적된 영향이 노년을 규
정한다. 개인의 자구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비공식적인 가족 이전이 중요시되고, 국가적 사
회보장이 제한된 실태는 현재 노년 뿐 아니라 미래 노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한 경로 의존
성을 갖고 있는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드러낸다．

♣ 연습문제
1. 우리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기간 사이 크게 증가하였
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2. 우리사회에서 소득보장의 보편성(universality) 원리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
엇인가?
3.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문제를 잘 드러내는 사례(신문기사 등)를 찾아보자.
♣ 용어
소득보장의 원리, 노년의 소득지위, 사회연대원리, 국가복지(국가적 사회보장), 빈곤
율, 지니계수(불평등율), 사회보장제도, 빈곤위험, 복지제도, 노인복지법, 연금, 소득
보장의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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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권의 제약과 은퇴과정의 긴장

1. 불안한 노동과 은퇴과정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결정적인 토대는 노동지위의 불안과 그와 연관된 사
회보장 지위의 취약함에 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청장년층의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
켰다고 하더라도 고령층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건이 전반적으
로 취약하고

삶의

불안이

큰

상황에 비롯한다. 수출주도 산업을 이끌었던 많은 경공업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은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혈기 왕성한 어린 청년 노동자들
이지만,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저임금 조건에서 산업재해와 조기 체력 소
진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노동지위가 교육, 젠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위계화되는 단층구조
도 강화되었다. 1980년대의 민주화 이후 노동조건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노동시장 내부
의 부문별 차이는 커졌다. 1990년대 이후는 노동 유연화가 가속화된 시기라고 주장 된다
(임영일, 2002).

지구적 시장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금융과 주식 자본

은 안정된 노사협약구조를 약화시킨 조건으로 인식된다(정이환, 2006). 기업은 노동총비용
이 증가하는데 부담의식이 컸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 유연화가 중요하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었다. 정부 역시 노동비용의 통제의 필요성에 손을 들면서, 정리 해고가 법
제화되었고, 무노동무임금, 파견근로가 법제화되었다(1997년 노동법 개정). 노동의 유연화는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90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내부구성은 크게 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의 비중은 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 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 주지하는 사실이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지위는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기업복지에서 차이가 큼을 물론이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차별적
이다. 또한 2004년 생산력 인구의 34 %가 소규모 자본, 생계형의 자영이나 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계적 관계가 고착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관
계가 만들어지고, 보호되는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분리되면서 전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보상과 안전이 차별화되는 노동시장과 생산관계가 구조화되면
서, 보다 나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 유연화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약화된 증거는 이 밖에도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근속기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이
하락하고 있다 (금재호, 조준모, 2000). 과잉고용감이 지배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조기퇴직
이 강화되고 있다 (박경숙, 2003a, 2003b; 장지연, 2002). 비정규직 고용 상태에서 안정된
직장으로 이행하는 가능성이 약하며 아르바이트와 같이 평생 불안하게 노동시장에 연계된
생애 패턴도 늘고 있다(한준, 장지연, 2000). 노동 소득에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고, 교
육수준별 격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다(통계청, 2005).

생존경쟁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

는 직장에서 노동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다. 생활의 대부분을 노동에 매여 살지
만 그와 비례하여 노동력은 빨리 소진되어 직장을 나와야 한다. 가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짧은 근속연수가 한국인의 일반적 노동 조건이 되고 있다(방하남, 2007).

4)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기간동안에는 상용직의 비율이 47.9%에서 52.1%로 증가되었다 (통계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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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동지위의 불안이 은퇴과정의 긴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령은 은
퇴압력의 불안한 시그널이 된다. 조기에 갑작스럽게 비생산자로 전치된 인구는 비경제활동
때문에 노인이 된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55-58세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
이 많은 임금근로자가 정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주요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른바 '사오정'이라는 신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듯이 40대나 50대 초반에서 명예퇴직
이 빈번하며 중고령층의 실업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노동자의 전형적 은퇴과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경력 이후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현 한국 노
동시장에서 이렇게 안정된 은퇴과정을 밟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전형적 은퇴경로와
는 상당히 다른 경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고령자가 그 수에 있어서는 더 전형적이다. 그
리고 안정된 노동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보
험제도가 노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촉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박경숙, 2001).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
한 것에 대해 정부의 실패를 추궁하는 여론도 존재하였다. 물론 아직도 한국의 사회보장정
도는 선진사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그러나 공공복지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확장의 효과는, 얼마나 노동지위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한국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국가 복지가 강조된 시기에 노동 지위의 위계적 구조화는 더
욱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은퇴과정은 대기업과 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경력과 소득지위를 유지하는 집단과 중소기업에서 제한된 노동경력과 기업복지 혜택을
받는 집단, 그리고 반복된 비정규직의 전직과 퇴직의 트랩에 갇혀 있는 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노년의 소득 지위는 어떠한 은퇴과정을 밟았는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결정

되어진다.
현 한국 노인의 은퇴과정은 개인적 상황이나 노후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자발적으
로 선택되기 보다는 고용이 불안하고 경력체계가 취약하며 연령 차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

<그림 12> 은퇴과정의 다양성: 40세-54세인 사회연금 가입노동자와 비가입노동자의
은퇴 전후 빈곤율 비교

자료: 노동패널, 1999
주: 1999년 현재 40-54세 임금노동자의 1999년 빈곤율과 은퇴이후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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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강제화된 측면이 크다. 현 노년층 중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경우는 소수 안정된 직장
경력을 누린 경우에 제한된다. 많은 사람이 고용이 불안하고 경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건강
악

화로 노동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비하면 정년퇴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노인은 고용안

정의 혜택을 받았던 계층이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후 소득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
령에도 노동하고 있는 대다수는 제도적 정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임금부문에서 일하고 있
다. 대부분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도시부문에서 소규모의 행상, 판매, 자영업에 종사
하는 고령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비임금부문에서는 일률적인 정년규정을 받지 않
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수준, 건강 상태, 가족 조건에 따라 은퇴시기가 결정되기 쉽다.
또한 일단 비취업 상태에 있다가도 다시 취업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 결국 비임금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노동자의 은퇴 시기와 은퇴의 경계는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커지고
있다.

2. 정년 없는 노동의 정체
노년의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의 중요성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되어 왔다. 일본에서 실
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비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자녀
로부터의 지원이 주 소득원인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노동의 중요성은 증가해 왔다(日本 內
閣府. 2002). 노년기 소득원으로 개인자산이나 공적이전의 정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지원의 감소는 근로소득의 필요성을 크게 하였을 수 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의 가치는 저소득층 노인에서 특히 강하다. 이들 노인이 종사하였거
나 종사한 일은 생계보조 이외의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일이 매우 주변적인 것도
특징적이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다.
노년의 노동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환영되는 측면도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보장의 재정 문제는 중차대한 과제로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OECD, UN, ILO 등 주요 세계 기구들은 일련의 사회보험 개혁을 권장하고 있다. 개혁
의 방향은 비용을 긴축하고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데 주어진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민영화, 보험의 다층 체계로(기본, 비례, 기업/개인 보험의 조합)의 변화가 강구
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변화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노동시장이다. 유럽공동체
는 50세 이상의 노동참여를 2010년까지 50% 이상으로 달성하자는 리스본 전략을 내걸었
다. 2010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50세 이상 노동참여율을 리스본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노
년 노동 참여율이 매우 낮았던 네덜란드도 적극적은 고령노동통합정책으로 2010년 50세
이상 노동참여율이 53%에 이른다고 한다.

'활동적 노년기(active aging)' '70대 현역 사회

(working society in the 70s)' 등의 노년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활발하게 개진된 배
경에는 이와 같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정부가 생산적 노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
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국가복지의 부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생산인구의 상대적 감소, 그리고 생산인구 자체의 고령화가 국민경제나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반화되었고 그런 가운데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
는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고령자고용촉진법(1991)이 제정되었으며, 고령자 우선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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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과정의 다양성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스웨덴에서는 노년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은 편이다.
의 경제활동이 높게 유지되는 고용관계, 노동시장
책의 영향으로 점진적 은퇴 과정이 정착되었다.

그렇지만 노년

조건은 차이가 난다. 스웨덴은 노동통합정
미국과 영국은 시장내 차별방지를

는 관점에서 노동통합정책을 강조했다. 한국은 고령노동의 주변화와

강조하

조기 퇴출의 압력이 공

존하고 있다. 노동 이탈의 보상은 매우 취약하다. 고령노동참여율이 높은 것은 소득보장 구조
가 취약한 원인이 크다.
한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노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1960년에서 1990
년 고령노동참가율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내부노동시장이 발전되었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 일반적이었다. 노동이탈의 보상 정책에 따라

조기퇴직이 일반적이

었다.
2000년 리스본 전략
유럽공동체는 고령화, 숙련노동의 감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과 , 복지재정의 효율성

결합하였을 때의 경제효

등의 고려에서 고령노동 통합이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50세 이상

노동참여율을 2010년까지 50%에 이르게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였다.
나비아

국가의

50세 이상 노동참여는 리스본

2010년 스칸디

목표를 상회하고 네델란드도 적극적인 고령

노동 통합정책으로 2010년 50세 이상 노동참여율이 53%에 이른다고 한다.

권장하는 고령자 적합(최근 '우선'의 용어로 변경)직종이 70여 종 개발되었다. 그리고 노인
형 일자리 사업이 2003-2006년 노무현 정권시기 복지정책의 중요한 공약이었고, 2007년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다. 고용보험에서는 또한 고령노동자의
재고용, 다수고용, 신규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정년연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 정책의 대부분이 법적 강제력이나 정책적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
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강조는 권고 수준의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노동자의 다수
고용, 신규고용, 재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는 이들 지원이 없어도 여전히 값싼 고령노동을 선
호할 업종들에 제공되고 있다. 고령자 적합직종의 대부분은 주변적인 일거리이다.
다양하게 전개되는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는 뿌리 깊
은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의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에 대한 경험적 증거
는 다양하다. 직종에서의 연령분리 현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자가 주변직으로 집중화되
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다. 전문직에서 젊은 세대의 상대적 점유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고령자의 과다점유경향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점유율이 높았던 고위 행정⋅관리직에서 고령자의 점유도는
쇠퇴하고 있다. 고령자의 점유가 단순노무직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금곡선의 변화도 일하는 노동자의 특성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임금연령 곡선이
최근으로 올수록 완만해진 것은 생애임금 결정방식이 연공식에서 능력별로 변화된 것에 기
인하기 보다는 고령노동특성이 단기간, 저임금, 저생산력의 특성으로 변화된 현상과 더 연
관이 깊다고 논의되고 있다(장지연, 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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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은퇴과정의 다양성: 직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연령 분리

자료: 인구총조사, 1980-2000
주: 연령분리 계수는 55세 전후 인구의 상대적 구성비에 기초하여 구성함.

이와 같은 고령노동력의 조기퇴출과 주변화는 연령과 생산성의 부정적 상관에 대한 신화
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다. 고령 노동자를 기피하는 이유로 건강이나 지적 능력에서 노쇠
함을 지적한다. 연장자에게 일을 시키는데 거북한 면이 있으며,

연공서열식 임금 때문에

생산성에 비하여 임금이 더 많은 비용문제가 흔히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는 노화와 생산성
의 관계나 연령에 따른 임금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결여한 채 노년 노동의 비정상성
을 당연하게 전제한다.
이렇게 조기은퇴를 양산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경쟁적이고 임시적
이며 대체가능한 주변적 노동시장으로 노년 노동을 이전시키는 정책은 노동을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냉혹한 시장원리를 노년까지 연장하는데 일조하는 위험도 안고 있다. 연령차별을
내포한 강제된 은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소외된 노동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도 희박해진다.
현재의 노년 노동 조건은 소외된 노동과 노동연령차별이 집약되어 있다. 한 여름 무더운
열기가 뿜어 나오는 도로 위에서 폐휴지를 잔뜩 담은 수레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노
부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보장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을 원하지만, 생계형 노동 대부분 그 노동의 대가로 생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 몸이 유일한 소득원인데 손상당하기 쉬운 고강도 육체노동이 몸을 일찍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된 노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하다.
노년의 노동은 노동권 전반의 안정성과 연관된다. 노인의 노동권 침해는 한국의 많은 사
5) 장지연. 2002. 한국의 고연령자 노동시장 ,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_____. 2003a..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03b.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한국사회학. 37/2: 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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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취약한 노동권 현실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자기개발과 사회
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비단 노인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
권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 속에서 노동에서의 연령차별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도 강하다.
따라서 노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노년의 긴장은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와 밀접
히 연관되어 있다. 생애를 통한 안정된 노동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열악한 노
동도 생계를 위해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

♣ 연습문제
1. 우리나라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역사적
측면을 통해 생각해보자.
2. 연령차별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문
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보자.
♣ 용어
노동권제약,

은퇴과정,

(indeterminacy),

노동유연화,

은퇴압력,

은퇴시기와

경계의

비결정성

활동적 노년기(active aging), '70대 현역사회(working society in

the 70s)‘, 고용보험, 연령분리, 노동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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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년 돌봄구조 변형의 모멘텀

1.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연장된 노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인 일반의 욕구이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
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들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이 활동과 기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명기술이

발달된

노쇠와 질병의 경험은 아마도

현

오랜

시점에도

시간을

낙관하기 어렵다.

통해

지속된

노년의

가장

큰

걱정거

리이다. 노년에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보면 건강 문제를 가장 흔하게 지적한다.
아파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가족이나 남에게 폐를 입히면서 살아가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노년의 덕목으로 회자된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편안히

세상을

마치기를

바란다고

너무

고생하여

노년에

아픈 노인이 참 많다.

젊은

경우도

노인의 만성질활 유병율은 높은 편이다. 만성질환은 일반적으로 쉽

많다．

한국

시절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된다. 나이가 들면 몇 가지의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만성질환을 동시적으로

갖는

것도 일반적이다.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기력이 쇠하고, 혈압이 좋지 않고, 혈액순
환이 잘되지
병이라
한

않고, 인지력이 쇠퇴하고 이곳

병원

부분을

진료와

차지하고

신체적 고통으로
감정상태가
상실로

약복용은
인해

일상적인

수반된다. 독립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대한

크고

우려가

아프지

않은

데가

일상이 되었다. 노인의료는

없다．

만성적인

병원경영에도

중요

있다．

인식되며 우울과

립적으로

노인의

저곳

같은

하지

못할

살지

못하는

것은

정서적

징후를

수반하는

움직이고

활동을

활동을

활동하려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때

삶과

부정적인

심리와

자아를

부정하는

커다란

경우가

한다．이렇게
마음은

흔히

많다．그래서

건강악화와

몸이

가능상실에

당연하다고 인식된다．삶은 독

무엇을 하는 기능/활동일 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기능은 환경을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이며 주체를 강화시키는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식된다. 현대인의 삶은 한층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건강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직업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건강이 중요한 것은 노동과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
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사회적 기능을 개발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자유를 성취하는 조건이자
그 결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기능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체는
해석된다．이렇게
성의 긴장으로

삶의 가치가 기능으로 해석되고 평가되면서

쉽게 전환하게

기능적으로

기능 상실은

존재하고

주체의 정체

된다．

결국 질병과 기능 상실이 주체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환이나 기능

약화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삶이 기능으로 존재하고 해석되는 존재양식의 영향도 크다.
오랜 시기를 통해 노년이 긴장했던 것은 인간의 삶에서 기능이 갖는 가치를 반증한다. 환경
을 개발하고 타인을 지배하거나 돌보는 역량을 가지는 삶의 가치가 강조되고, 역으로 기능
을 상실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배제하는 논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 삶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기능이 쇠퇴한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환경은 오래 동안 취약하였을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의존과 돌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함께 상당히 오래 역사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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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수반한다．살고자 하는 욕구와 남에

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 인식이 갈등하기 쉽다. 따라서 의존
부담을
인

갖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도덕적

정언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상황에서도

근거가 중요하다. 아마도

유지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일 것이다.

남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된
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생명의 존엄성이 공동체의 도덕이나 정의로 인식된 것은 오래되

지 않았다. 잉여생산이 제한된 경제구조에서 건강하지 못한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제
한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건강하지 못한 생명의 존엄성은 사회정의의 담론에서 제외되었
다. 건강하지 못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또한 기능과 생산성, 그리고 독립된 개인
을 강조하는 담론에서도 주변화되었다.
돌봄은 의료와
인으로부터

마찬가지로

고통을

줄이고

생명과

삶을

유지시키는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데, 돌봄이

부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와상상태로 이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노인이 누구에게
을 기대할 수 있는가는 노인당사자와
현재 한국의 노인은 돌봄의
하고

싶은

으로부터
경이

되지만

노인이
게

돌봄을
선호하는

의존하고

어려워한다．

것은

돌봄의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가장

밀착된

오래된

관계에

대한

남녀

독특한

자녀에게

의존적이다．

싶은

사람은

기능을

상실하고

의존된

자신을 존엄하게

믿는 타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존엄하게

돌봐줄

수

기대하지

여성노인은
않는

것

남성보다

더

배우자로부터

식에

의지하고

상처를

미안함을
돌봄을

겪게

느끼고
받을지가

다．시설에서
우가

욕구가

되는

공간이

노인

가족

인해

자신의

서비스를

많다． 그리고 얼마나

비롯한다．
배우자에

싶은

돌봐줄

사람은
말해

수

관계가 가족으로 인식된다.

것은

배우자의

강하고，

존재

때문이

배우자로부터

무시된다．

되고

돌봄을

욕구나

신체적

받을

때

생길까

염려가

의지보다는

가족의

이해에

노인들은

돌볼

돌봄을

받거나

수치심이나 불쾌함과

갈등이

있는

가족 돌봄이 항

그리고 돌봄을 받는 상태는 존재인

있다．돌봄을

가족간

치료하고

대조되어

아니다．오히려 적절한

흔히

받고

마음과는

자신의

것인가에

대한

의사와

크다．또한
따라

어떤

결정되고 있

관계없이

온

고

경

결정권은 노인의 보호자인

갈등을

편하게
염려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서 돌봄의
돌봐지는

처지를

욕구를

미안해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힘으로

부담을

자란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자신보다 자식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왔는데 건강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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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

한탄해한다．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손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하는 자식들의

자식도 혼자

의

있다고

제대로 가족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부조리하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자식들의
도

배

있다.

아픈 노인은 마음
고，

있는

있는

기대하는

것이

싶은

돌봄으로

돌봄

가족이 가지고

수

중요한

기대하는 타자이다. 다시

자식과의 연대가

돌봄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접을

가족

같다．

그러나 자식과
상

기대를

노인이

상황도

의존하고

존하고

대한

사람이라고

의지

있다．남성은

잘

한편

있는

더

보이고

가장

다．

수

차이를

가장

신뢰감에

자기를

그런데 남성노인이 자녀에

줄

얼마나 돌봄

있다．특히

말하기

여성은

돌보아

못하고

충분히

돌봄은

싶어하고

표현하지

욕구를

삶과

가족

충분하게

돌봄의

기대하는

자신의

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욕구를

가족으로부터

행위이다．타

형편

이해하지만
위해
상실한

살았다
뒤

<그림 14> 돌봄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

자료: 박경숙 외, 2009. 노인인권실태조사, 인권위원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조리하며 부당하게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한편

구차하

게

구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느니

가족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커진다．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봄제공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도움을

선호도가
받기를

상황에서

가족

것을

가볍게

선택하기가

회적 서비스의 실질적인
에게

돌아갈

이렇게

수

가족을

실제

다른

사람에게

２００８년

크게

증가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밖의

고 믿고 있지는 않는다. 평생을

아닌

지원을

가족으로

많은

노인이

실시된

밖의

인생말기에

안에서

돌

제대로

지원이 최선이라

가족을

상처를

이후

전문적인

나타난다．그러나 가족지원을

구하고 있지만 가족
가족

돌봄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살아왔는데

어렵다．노인은

당당하게

떠나

산다는

받으면서도 그리고 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산다. 가족

없음에도
중심으로

불구하고
살아온

가족을

노인의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산다．

부정하는

돌봄의

탈가족화는

전치(displacement)로

경험되기도 한다．
노인의 의지와 배치되어 가족에서 사회로의 강제적인 전치는 돌봄의
를

둘러싼

사회정의의 가치를 고민하게

만한 소틍과 자율을
봄의

사회화에

제약하는 특정한

의해

자동적으로

한다．

가족 돌봄의

가족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도

배태된

가족화와

긴장은
것이며，

사회화

가족성원간의 원
그

긴장이

돌

아니다．그리고 부조리한 삶이라 하더

라도 그 삶에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관계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또 다른 윤리
적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돌봄의

사회화는

식되었다．그리고

기존의

가족

밖에서

아직

돌봄의

최소한의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돌봄의

책임을

가족중심

부양의

돌봄의

질을

사회적 규준들이
제한된

돌봄의

회피하는 가족에

긴장을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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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무엇인가에
비해

해소할

훨씬

있을

것이라고

이루어지고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는

인

있다．
탄탄

최선으로 돌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가족을

실질적

돌봄에도

현재의 노인은 그

돌봄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가족 안에서 살아온 노인에게

떠난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전치이다．

2. 가족부양의 다양성과 변화
돌봄의 가치는 오래

동안

가족에

의해 보호되었다. 가족관계는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오래된 증여 관계이고, 다른 집단에 비해 연대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오랜 증여관계와 연대
의식은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계약과 감정의 토대가 된다. 또한 가족은 그
사회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질서에 따라 구조화된다. 여기에서 돌봄과 젠더관계가 깊숙이 연
관된다. 나라마다 가족의 역할관계와 권력구조가 차이가 있지만 가족 돌봄은 여성의 역할로
정형화되었다.
근대

사회에서는 공적공간과

공간과

사적공간도

공간으로
가

인식되기도

형성되는

구성과
서

그리고

남성과
의

법적

구의

부모를

도덕，

정치，

이념에

기초한

게

미래의
근대적

공간은

사회의

근대

가족에서

역할을

독립된
도덕，

주체와

그리고

일처일부제의
경제적

돌보는

여성의

돌봄

역할은

노동력이

되는

자녀들을

사유가

대부분

여성은

그렇다면

아내로서

핵가족의

주체로
발전된

부부간의

돌보는
중심으로

이전에는

노년의

지위가

론에 회의적이지만，

부부중심의

서비스가

가족에

의해

체질적으로
할

수

를

통해

않는

이루어지고

기피하는

있는

젠더

우리사회

주요한

지속되고
질서가

보다
있다．

훨씬

발전한

강조되고

서구

돌봄의

안식처로

기능하고

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주체로
자

다르고
남에게

흔히

있다．

근대적

배려하는

핵가족
아내 역

이룬다．

이렇

돌봄에

대한

있다．서구의

주체로

존재하였다．
이루어졌는가.
황금기

노부모

상실
돌봄의

노인

돌봄에

대한

노인의

돌봄은

주로

부담이

되는

가족은

노인이

그리고

가족

대체로

서

여기에

설명된다．그러나

가족은

핵가족

책임이 강조되는

근대가족에서

사회에서도

돌보는

독립된

어떻게

서구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기반은

근대적

보장되었다는

이념이

문화가
있는

돌봄은

구조화된

가족

독립성이

가치

가족의

않았다．

제공하는

근대가족

사회적

세심히

논의된 이유도

피터 라스렛(1991)은

그런데

공적

연관된다．

서구의

규정되지

돌봄을

핵가족으로

밀접히

어머니 역할이 중심을

노인

않았을까．

활동

부부중심의

친밀성과

남편을

세밀하게

어머니로서

것은

그런데

탈각된

크지

남성은

과정과

구조에서

상당히

국가적인

가족 공간에서 남편，

구분된

돌봄

긴장은

공적

인식된다．

생계부양자인

모성을

그런데

포함하여

젠더역할과

여성은

있다．

돌봄은

공적영역이

인식된다．

지위，

기초하고

여겨진다．

조직을

또한

하고，

맡는다고

법적인

노인의

비정부

것으로

감정체계가

토대에

가족구성에서

서구

젠더화된

왔다．

한다．

정치활동을

돌보는

여성이
권리와

정의되어

해석되기도

생산활동과

근대가족은

할과

공간으로

공사

공적영역에서

존재하고

구분되었다고

하고，시장，비영리집단，

다양한

연관되어

식，

다양하게

사적공간이

아내와

상황을

믿고

의지

돌봄이

세대

여기에도

깨지지

딸이다．

서양사회에서 가족 돌봄이 애정과 같은 자발적인 감정적 연대로 해석되었다면 한국의 전
통적인 가족 돌봄은 유교의 정치, 경제적 지배 질서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로 쳬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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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는 근대서양철학에서처럼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관계속의 존재를 강조한다. 남성과 여
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때

완전한

하나가

됨을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보다 관계의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강조한다.

이렇게 서로가

의존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윤리는 독립이 강조되는 문화에 비해 의존에
관용적일 수 마음을 조직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조화로운 공동체와
하는

유교

가치는 현대의

는 대안의

고립된 개인과 경쟁적인 삶을

가치라고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관계를 강조

성찰할 수 있게 하

많은 여성학자들은 유교의 관계론을 감성적

으로 거부한다. 유교철학은 여성의 희생을 덕으로서 강제한 윤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교의 가족윤리는 가부장제적인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권리와 책임의 윤리이다．

전통

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규정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자식들 사
이의 권리와 책임의 관계는

위계화되어

있다．

노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유교의 가족윤

리는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과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권리를 효의
치로서

정당화하였다．

가

자식이 부모를 마음으로 보살피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자식

이 부모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인간의 보편적인 도리라고 강조된다. 효의 돌봄의 가
치는 피부양자이자 의존적이고 취약한 존재에 대한 돌봄의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노인은
부모이자 조상으로서 권력자로서 해석됟다.
가부장의 배타적인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돌봄의 책임과 권리의 복합적인 관계

들은 현대의 개별 주체들의 시각에서
가족
내

돌봄의

긴장이

정치경제적

첨예하기

관계가

크게

보면 억압과 부당함의 관계이다. 현재

일어나고

변화되었기

있는

것은

때문이고，

한편으로
다른

효를

한국사회에서

지탱하는

가족

한편으로 조화와 연대를 강

조한 가족돌봄의 윤리이면에 구조화되었던 억압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상처와 저항 인식이
작용한다(박경숙, 2007).
현재 효를

지탱할

있는

가족 내

정치경제적

지형은

취약하다. 세대간, 세대내 가

부장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은 크지 않다. 무엇 보다

여성은 부모

도리로서

왔다．돌보는 역할을

강제되었던 돌봄의

역할을

오래

시기를

통해

저항해

섬김의

전담하는 주체이면서도 돌봄의 책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저
항은 형제자매들간의 갈등으로 전화되고 있다. 부모의
에도 갈등이

돌봄을

둘러싸고

자녀들 책임인식

심하다. 가의 계승자로서 장남은 일차적인 혜택과 책임을 가진다는 주장에 장

남가족은 자신만의 책임은 부당하고 부모 돌봄의 책임은 형제자매가 균등히 협력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로 받은 특혜와

사랑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돌봄 책

임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다. 딸들은 출가외인으로 돌봄에서 한발 물러서 있으면서 돌봄은
아들과 며느리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녀의 당연한 책임규범을 부정하고 싶어한다.
돌봄의 책임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고 싶어 한다. 한편으로 가부장제적 질서에서 자신의 부
차적인 책임을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부장제적인 질서에서 규정된 책임이
부당하다고 해석한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돌봄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은 지
극히 갈등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돌봄의 비자발성을 부조리한 오래된 관계의
결과로서 설명한다.
가부장제적 관계의 억압성은 부모와 자식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형제관계 모두에서 작
용하였다고 토로한다. 종합해보면 어떤 입장에서도 적절한 관계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로

원망의

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한 위치에서 들린다. 고집불통과

반감，

가부장의

독단으로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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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로

가족 재산이나

상속

군림하였던
결정에

정도
가부장

대한

반

<그림 5> 주된 돌봄 제공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1994, 2004.

감，

정서적 교감이 상실한 아버지와의 관계, 시어머니와

속에서
임에

모진

시집살이를

저항하는

한

신며느리，

남편사이의
혜택에

끈끈한

애정관계

며느리의

탄식，

특혜적인

부과되는

돌봄

귄위적이고

무능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단절과 누적

된 원망, 가장으로서 책임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노년기를 포기하는 남편, 이런
부조리 관계에 대한 원망을 가진 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가족 돌봄은

책

오래된

부당함과 체념의

감정이 지배한다.
이렇게 가족 돌봄의 긴장은 가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조직된 가족관계에 대한 가족내부
의 갈등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가족관계의 부조리를 인식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식하면서 가족

돌봄의

효규범의

규제에서

볼멘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 돌봄을 제공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김영란, 2010).

어느 누구도 부모 돌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기피하고 서로의 눈치만을 보다가, 결국 마지못해 돌봄을 맡게 되
는 상황으로 연출된다. 그리고 노인의

소외를

방관하거나

학대가

이루어지기도

자녀의 돌봄의 긴장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세대를
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부장의
봄은 젠더불평등한

영향은

관계로 지속되고

기대로 전환할 수 있지만, 여성은
여성들의

자식과의

자식을

믿고

그

자식은

아들이고 아들도

정을

갖지만 직접적인

니는

아들과의

관계를

돌봄

제공자인

지속적으로

가족 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쉽게 접지 못한다.

기대는

있다．

하지만，세대내의

통해 돌

남성은 자녀로부터의 기대를 배우자로부터의

연대와

부분도

받아들이기

있다．

약화되었다고는

강한

식인

을

크게

한다．

자식을

중심으로

정서적으로

며느리（아들의

생각하고

살아온

아들이

아버지보다

아내）의
가족을

여성들의

이해는

새롭게

권리인

친밀한

감

다르다．어머

구성한다는

것

어렵다．자녀와의 분리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서 섭섭함과 배신

으로 홀로 남은 삶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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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아마도 사랑, 친밀성, 책임에 대한 상호인정에 기반한
가족 돌봄은 억압적인 젠더정체성과 가족사의 변화를 전제한다. 개인의 자발성과 소통을 억
압한 권위적 관계에서 정서적 연대는 취약하다. 또한 역으로 부모와 자식의 끈끈한 연대는
관계를 배타적으로 고착시켜 조화로운 세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 가족의 오래된 관
계에 기반한 돌봄이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오랜 관계가 항상 연대에 기반하
지 않음을 보게 한다.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남편과 아내의 오랜 관계가 사실은 소통
이 부재한 것은 지배적인 성정체성으로 상대방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 기대와 맞지 않는 실
제 부부관계에 대한 갈등이 누적된 이유가 크다. 남편은 순종적이고 상냥하고 따뜻한 여성
상에서 아내의 투박한 성정에 불만이 크고, 아내는 책임 있는 가장의 남성상을 통해 남편의
무능과 무책임, 권위주의에 불만을 가진다. 또한 책임 있는 가장과 아내의 정체성의 내면적
규제는 노후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한다. 어쩌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근대적
성정체성의 신화일 수 있다. 돌봄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갈등은 상대방과 자신에게
기대하는 근대적 성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처럼 가족돌봄은

한편으로 장기적인

증여 관계와 집단연대에 기초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일상화된 권력관계와 강요된 성정체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돌봄은 오래된 헌신과
증여관계와 연대감정에 기반하고 있는 동시에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매개한 책임과 권리 인

식이다. 가족 돌봄안에 녹아 있는 은혜와 책임, 그리고 부담, 원망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은
오랜 관계에 구조화된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정이면서
도 가족안의 권력 갈등을 표현한다.

3. 돌봄의 사회화의 다양성과 변화
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복지국가가 일찍이 발전되
었던 유럽사회도 돌봄정책이 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Tarricone &
Tsouros, 2008). 돌봄이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가 된 배경에는 고령화, 서비스 노동시장의
확장과, 가족의 변화 등이 지적된다. 고령화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삶의 일부
로 경험하게 되었다.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이 일반적인 경험이
되었다. 돌봄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돌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성
찰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아마도 돌봄의 경험에서 중요하게 성찰하게 된 것은 돌봄
의 욕구에 비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것일 수 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돌봄구조가 크게 확장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년의 생산적인 활동
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돌봄을 제
공할 수 있는 사적관계는 제한된다. 비혼의 삶도 적지 않고, 자녀 수도 적고, 가족관계도 이
전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변화된 돌봄관도 가족돌봄의 긴장을 촉진시키는 배경이 된
다. 지난

５０년간

사회의

젠더관계는

경력

노동에

종사하고

상당히

변화되었다．많은

경제활동의

구

분은

여러 서구 사회에서 사라졌다．경제 활동의 젠더 차이가 약화된 정도보다는

있다. 부부가

역할에

공동으로

있어서도
육아에

점차적으로

더디지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참여하고，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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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한

남

비슷한

부양과 돌봄

있다．젠더를

여성들이

성과
만

생애

서구

기업도

보다

일과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환경을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다．돌봄의 정책은 사회적 돌봄의

욕구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를 정립하고 여성의 자율과 일과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요구들에 대응하여 돌봄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돌봄이 사회화되는 방식은 사회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노인돌봄은 가족중심에서
점차적으로 공적 돌봄이 보완되면서 돌봄 혼합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노인돌
봄은 주로 가족과 친족 지원망에 의해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이후 건강 과 사회복지에 국
가의 개입이 시작되었지만 당시에도 비공식 돌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20세기
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시설과 병원에서 노인 돌봄이 이루어졌지만, 시설화에 대한 비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탈시설화, 지역돌봄, 통합돌봄, 재
가돌봄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발전되고 있다고 한다.
노인돌봄에 있어 가족, 국가중심 서비스, 영리서비스, 비영리 서비스 등이 구성된 방식은
각 국가마다 고유하게 발전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사회복지의 역사, 그리고 돌봄의 권
리, 책임을 둘러싼 사회인식의 토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시민권과 복지권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면서 노인돌봄도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공식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시민사회 조직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칸디나비아 노인들은 가족보다 고용된 돌봄노동자로부터 공식적
인 돌봄을 받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가족의 돌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최소로 규정되어있
고, 가족 내의 돌봄 교환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
세기 중반 이후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연계가 강화되어 시설중심에서 지역중심 서비스
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유럽사회도 정부가 대인돌봄,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가족 돌봄은 주로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반면 남유럽에서는 가
족이나 확대 친족에 의한 돌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한다. 공식적 돌봄
의 시설화나 탈시설화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최근 현상이라고 한다.
<그림 16> 돌봄의 도덕, 복지, 경제 체제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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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GDP대비 노인돌봄비용지출

자료: Rosanna Tarricone , Agis Tsouros. 2008. Home Care in Europe.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

한국사회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복지현장의 자생력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태도가 확장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돌봄 제공이 수익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변화되면서 경쟁논리가 강
화되고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도 강화된다. 상품화로 인해 수요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
고 하지만 돌봄의 관계가 거래로서 인식되는 결과도 있다.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의 친숙한 관계와 상호작용이 탈각되고 돌봄 행위 하나 하나가 상품화된다.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실시된 이후 돌봄의 공급체계가 양적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 그
런데 확장된 돌봄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돌봄의 가치를 가족의 무
조건적 희생과 책임 인식을 넘어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도, 돌봄의 윤리적 토대를 인식할 수
있는 토양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돌봄의 대신할 사회적 돌봄의 주된 담론
은 돌봄공급체계의 양적 확대에만 쏠렸고 정부가 선택한 돌봄 정책도 경제논리 일변도의 민
간 영역 육성으로 구축된 부분이 있다. 이런 돌봄 지형의 대변환 속에서 자발적으로 돌봄의
가치를 추구했던 여러 시민사회 활동들이 관료제적 규제와 계약원리로 재해석되고 있는 돌
봄의 가치들에 잠식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처럼, 노인 돌봄체계는 공식，
자의
식

분포，

돌봄의

욕구를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비공식

평가하는

돌봄이

방식，

결합된

돌봄

방식，

서비스의

돌봄

재정이

서비스
조달되는

제공
방

구성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노인돌봄체계는 국가, 시장, 개인,

가족, 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돌봄의 재원과 서비스가 교환
되고 있는 혼합 경제 체제이기도 한다. 돌봄의 재원이 구성되고 공급되는 방식은 시장의 원
리, 비영리적인 원리, 사회 공공 원리 , 가족 지원 등의 원리들이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중요
성을 달리하면서 구조화되어 있다.
돌봄 체계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갈등과 갭, 이중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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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등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잘 통합하고, 또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잘 통합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과 돌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간, 비공식
돌봄을 보완할 수 있는 돌봄 휴가제 등, 작업장 단위에서의 정책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돌봄 구조 지형의 변화를 조성하고 있는 것인가?

4. 공사 경계를 허물고 있는 돌봄의 여성화
돌봄의 가치는 오래 동안 사적영역과 가족의 가치로서 해석되었다. 돌봄은
치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가족의

가

여겨졌다. 돌봄이 가족 역할과 여성의 일로 구조화되면서 돌봄

도덕의 보편성은 가족의 사랑과 모성의 본원적 가치로서 해석되었다.
한편 서양의 여성주의 학자들은 돌봄이 사적영역과

여성의

윤리로

보편화된

독특한

역사 제도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돌봄의 여성화를 둘러싼 권력불평등한 구조를 비판한다. 여
성주의 윤리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서양의 근대철학은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 등장시키고,
자율의 의미를 축소시켰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사회정의 비판담론에서 돌봄의 가치를 주변
화 시켰다고 비판한다(Gilligan, 1982; Ruddick, 1989). 여성주의 비판에서처럼, 돌봄은
랫동안

사적

다．가족의
에

대한

영역으로

규범이거나
가치가

구조화되면서，
가족애로

공공의

돌봄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해석되지만 왜

영역에서 구성되지

여성주의 윤리는 돌봄이

가족 아닌

구성되지

사람들이

돌봐야

오

못 하였
하는가

못하였다．

공적영역에서 분리되고 사적 영역으로 주변화된 것은, 여성이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로 구속된 근대적 젠더 구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논한다. 여성의 돌봄은 여성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존재가 부정당
한 구조에서 여성의 자율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논한다. 이런 측
면에서, 여성주의 시각은 돌봄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원자화된 개인
상과 대비된 돌봄의 관계속의 인간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보살피고, 사랑으로써, 인간의 발달을 완성하고, 자기 완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도덕은
차가운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감성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돌봄의 여성화에 착종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주목하면서 돌봄의 윤리를 사회정의론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선의, 이타주의 도덕으로 권력현상과 분리시켜 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돌봄을 둘러싼 권력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주의 돌봄인식은 사적영역의 가치로 인식된 돌봄의 가치를 공공영역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사적영역에
봄의

보편성을

새롭게

구속되고

젠더화된

돌봄인식의 틀을 비판하고 돌

해석한다. 사적도덕, 그리고 여성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로 해석된

돌봄은 젠더불평등한 구조, 돌봄의 공공성이 억압된 근대사회에서 질서지워 진 돌봄 가치라
는 점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관계적인 인간관에서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국내의 여성주의 학자 내에서도 가족중심의 돌봄을 젠더불평등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논
의들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여성의 돌봄 역할이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모성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도 개진되었다.

또한 모성의 역할로 강제

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국내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모성의 사유
가 주로 육아와 관련되지만 최근에는 노인 돌봄을 젠더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흥미로
운 연구도 존재한다(마경희, 신경아, 김혜경, 남궁명희, 이순미, 박기남, 김수영, 석재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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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의 긴장은 여성에 의해 강제되는 권력불평등관계에 기
인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돌봄의 사회화가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과는 달리, 실제 돌봄의 사회화
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젠더 불평등 구조와

연관되어 재구조화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가 일반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여성화가 유지
되는 것도 돌봄의 사회화되는 방식에 젠더불평등한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레이
코(2008)는 생애를
지만

정작

거쳐

일본 노인

일본 여성의

여성은

역할이

가족으로부터

선택한다고 한다．사적 공간 밖에서 돌봄이
젠더관계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돌봄의

공사

존속하고

경계를

사회적

넘어 확장되고 있지만 기존의
젠더구조를

바꾸는

받지

역할로

못하고，

구조화되어
사회적

있

서비스를

필요와 대응하여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서비스의

것이었지 돌봄의

돌봄을

돌보는

확장되고 있지만 젠더관계가 변화되기 보다는

다고 주장한다．그의 논의는 개호보험이라는
이

가족을

돌봄을

확장은

영향은

돌봄 제도가

정립되고 돌봄의

둘러싼

젠더

영역

불평등 구조가

젠더불균형한 돌봄구조의 갭을 메꾸는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

자체도

돌봄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기 보다는 개인의 소득능력에 종속되는
권리로 제도화되고 있다. 또한 확장된

돌봄 서비스

봄노동자이다．흔히 돌봄 노동자의 지위는 자율성을
서

이루어진

전달되는

돌봄이

과정의

말단

전문가에
현장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노동자가

영역에

재진입하는

보장받는
서비스가

놓이고

것은

여성

돌

상태가 아니다. 가족 안에
되면서

최종적인

서비스가

있다．

돌봄의 사회화는 국가의 공공부문이나 영리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분에서 돌봄을 제공하
는 사람들의 확대를 수반하였다. 전지구적으로
돌봄의

도덕，

정치，

경제적

지형의

확장된

변화와

맞물린

돌봄노동자의

국제적

이주화도

현상이다．한편으로 여성주의관

점에서 강조되었듯이, 돌봄의 사회화는 젠더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였다. 돌봄의 사회
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고무하는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련되어

다시

젠더

문제가

돌봄노동자의

증가와

관

붉어진다．대부분의 돌봄노동자는 여성이고 노동의 지위가 취

약하게 구조화되면서 젠더불평등의 문제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여성과 여성 사이
로 확장되어 부각되었다. 돌봄이 공공화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돌봄의 윤리는 돌봄노동자
의 노동권의 문제를 포함하게 되었다. 돌봄의
구도는

아니지만，독립과

구매자와

돌봄을 둘러싼 젠더불평등한

제공자의

관계는

종래의

남녀

관계는 공사, 국가 경계를 넘어

재구성되고 있다. 결국 돌봄의 사회화는 그 자체가 젠더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식되
었지만, 젠더불평등을 해소한 정도는 그 사회의 생산 복지체제가 얼마나 개인 개인의 독립
된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는가, 젠더불평등을 해소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가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여성화가 지속되는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젠더불평등의 이슈를 사적 공간을 넘어 공사, 범지구적 연관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돌봄의 여성화는 유지되고 있지만 돌봄이
노동화되면서 젠더이슈는 노동권의 문제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돌봄을 둘러싼 불평

등한 권력 구조는 이제 공사경계를 너머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의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여성주의 윤리
가 강조하였듯이 돌봄의 사회화가 반드시 젠더평등의 관점에서의 자율적인 돌봄관계로 구조
화되거나 원자화된 독립적 인간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
6) 2008년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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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확장된 결과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돌봄의 사회화는 독립된 주체를 권력화하는
사회적 도덕들로

강화되고 있다. 종래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주체 규율이 돌봄의 가치를 약

화시킨다는 관점과는 다르게 독립된 주체의 욕구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돌봄을 정당하
게 강조할 수 윤리로서 인식된다. 독립된
은

독립된

주체를

위한

소비로

주체 중심의 해석틀은 돌봄에도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어，돌봄

돌봄의 권리는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력과 동일시되어 해석되고 있다. 돌봄은 개인의 자원으로 구입될 수 있
는 상품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돌봄의 권리는 돌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
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인이 소유한 자본이나 권력에 따라 지지되는 경향이 주목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돌봄의 권리인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처럼
자원지위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치에도 자기결정권，
하지만，
독립과

남에게
돌봄의

개별

주체의

독립，

돌봄을

받지만

독립된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했던

성은 돌봄관계의 비대칭적인 권력구조를
이렇게
해

개인에게

의료에

자율의

생명과

의존하는

돌봄의

상황이나

주체의

가치가

중요해

존엄성을

관점과는

이렇게 돌봄의
지고

존중되어야

배치된다．

있다．

가
의존

한다는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 독립

해체하는 주요한 도덕적 정의로 부각되고 있다.

존엄성과

타인의

결정권을

돌봄에

부여하고, 고통을

의존하는

치유하기

위

상황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이

주장할 수 있는 힘은 독립 정의의 확장에서 기인하고 있다. 돌봄을 둘러싼 불평등 문제는
독립을 둘러싼 불평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5. 돌봄 체계와 인식의 변화
현대와 같은 생명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질환을 통제하는 방법이나 해석체계가
존재하였다. 자연을 의인화하고 신성시한 샤머니즘적 인식에서 질환이나 질환의 원인은 선
에

대비되는

악으로서，순수함과 대비되는

고안되었다. 한편 근대의학에서

질병은

오염으로

비정상적인

치유방책들이

생물학적 상태로서 그 물리현상을 적

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고통을

생명과

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통을 유발하는

건강을

생리물리학적
병들이

유지할
기전을

치유될

수

수

있는

밝히기
있다는

위한

다고

한다．

기전과
쇠의

노쇠과정은

그것을
병리적

적절하게
과정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있는
는

가능성을
것도

고통을

향하여

노력은

낙관도

관련된 생물학적 취약상태로서

치유하지

통제할

경우에도

있다．

지금의

많은

이루어진다．현대

의학에

따르면

노쇠란

나이와

등을

수반한

수

병리학적 생물학적
수

있는

방법들을

과정으로서，
찾고

방법을

발견하면

믿는다. 부정적인

노쇠를

막고

의학과 신약
활달한

의료는

계속되고

있는

치유하고

못하는

근육감소, 신경조절기능 저하, 면역기능저하

일종의

치유할

완전히

해석되고 종교적

개발이
삶을

있는
오래

누구나

이루어지고

노인

노쇠의

중이라고

질

생물학적
한다． 노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있다．노인이

오래

살

의사에게

수
원하

살수 있는 방법이다.

생명과학은 한편으로 생명과 기능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발전되고 있다. 지적 능력과 신
체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 중요해지고 기능이 개발되는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기능/능력을 확장하려는 욕구는 기능을 결정하
는 “개인, 물리/사회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들을 찾아 관리하고 통제하는 노력으로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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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으로 질병에 대한 의료적인 접근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존재한다
(Nettleton, 1995)．의사와 환자사이의 위계적인 관계와 환자가 실험대상으로 다루어지는
의료 환경의 비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의료관계 안

에도 주체의 관점이 확장되면서 의료의 환경이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고통의 치료를
리적인

과정으로

인지장애를
식하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겪고

있다.

있는

노인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에

대해

자신의 몸이나

의학내부에서도

고

중심으로

구조화된

있고 그에 따라 의료

서도

이용자가

다. 이렇게

환경과

환경의

이상을

처럼

의사

킨다．

질병과

중심의

편하고

환경의

갖고

의존하지만，

사생활을

소통하기

있는
그

환자는

관계는

환자가 의사와 교섭하는

사이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리킨다. 치료의
상처를

받았던

그
훨씬

의존적인

로

보장할

생활

수

위한

인식되고

있다．
노인

시설에

환경이 강조되고 있

의료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역할이

변하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더 교섭하는

관계로

있음을

효율성을

명분으로

가리

의사의

변하고

지

있다．

이용자로서 변화된 것은 의료관계의

의료환경이 이용자의

의료의

재구조화되

있다．

있는

인

신호로서，

환경으로

흐려지고

중심으로 의료지식이나

의사에

래서 주체의식에

경계가

권력관계가 변하고 의사와

고통을

기술에

환경이 점차 이용자의

돌봄

환자가 아닌 이용자

종래의
식과

집에서

의료

있다．

약물 처방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장기적인 진단을 통해 증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효율성을

제기되고

물

행위자들

의료가 물리화되고 그

생명과 존재에

기능적인

서비스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의료관계가 종래의 의사중심의

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변하고
많은

개인들이

사회흐름과
종

자신의

맞물려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개인화의

삶을

있다．

주체적으로

해석된 것에

율적인

성찰과정으로

력에서

질서 지워지기 보다는，다양한

의

집단윤리，개인의

주체의

주체만이

존재 조건으로도

비해

맞물린다．

아니라，

확장되고

자기

자기

있다．

주체들의
결정이
기능을

보다 많은

계급，

개별화된

민족，

인

시민들의

자

신，규범，권

정치적이고 성찰적인 과정을 통해 새롭
보호되어야
상실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결정권과 같이 상이한

점차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도덕과 사회정의는 초월적인

게 해석되고 있다．독립된
활동적인

관리하고

흐름과

그러면서 도덕과 권력의 질서가 국가，

등 기존의 권력 집단에 의해

적이고

물리적인 처치과정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

기원을

한다는

타인에게

정의 인식은 기능
의존하게

둘러싸고 초월적인
가진

된

주체

자연질서，

해석체계들이

갈등하고

있다．안락사와 연명치료의 지속여부를 둘러싸고 생명의 자기결정권과 천부적 생명의 존엄
성의 윤리적 해석들이 각축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을 가진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

의 불평등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돌봄 방식이나 돌봄에 대한 인식의 지형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돌봄의 보편적
가치가 강조된다. 돌보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좋은 것이고
돌봄은

인간존재의

보편적인

인간은

윤리로

상호의존적이므로

가치로 파악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보편적인 돌봄의 가

치가 억압되거나 주변화된 정치경제적 구조가 비판된다. 원자화된
사적

원래

인간관, 돌봄의

가치가

주변화되고, 젠더관계가 불평등하고, 시민권이 억압된 구조에서 돌봄의 긴장

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은

돌봄이 개인들의 행위를 규율하고 성찰하는 중요한 도덕

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자기책임이나 성공과 같은 세속화된 도덕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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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돌봄도 현대사회에서 그 보편적 가치를 널리 인식하게 되었다. 남을 돕고 돌봄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돌봄에 대한 인식

은 자기 중심적인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시선과도 겹친다.
돌봄은 사회정의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제기하는 현대인의 주요한 삶의 조건이 되었다.
기능적인 삶을 살다가 돌봄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로

전화하면서 경험하는

욕구가 억압되거나, 포기되거나, 무시되는 상황，

감정，

돌봄의

되는

상황

살았던

삶으로부터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의 전환으로 경험된다. 그래서 내

등이

그리고 돌봄이

부조리의
강제화

사회 정의의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된다. 노년의 의존은 자기책임으로

가 왜 이렇게 되었나하고

절규한다．더욱이

주변에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취약할 때 돌봄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담스런 존재로 취급을 받으면서
신의

존재의

비참함은

더욱

자

커진다．돌봄은 관계로서 돌봄의 성격과 질이 관계의 성격

에 크게 좌우된다. 책임과 부담 인식에서 수행된 돌봄은 돌보는 사람에게도 노인에게도 불
우하다. 대가가 없는 희생이라고 규정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수행하는자가 권력화되기 쉽다.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면서 소홀한 돌봄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상
태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은 침묵하거나 부담을 주는데

두려워하고 미안해하거나 필요한

요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돌봄은 양질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도
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돌봄의 자발성은 돌봄을 받는 사람 뿐 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의 안녕을 위해 우선적으
로 전제되어야 하는 감정 상태이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돌봄을 받는자의 기대와 돌봄의 질이 큰 차이가 난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상황에 적응하
지 못하는 노부부는 성불평등한 부부 역할에 오래 동안 익숙하여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
보는 일은 여성의 소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남성이 돌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그 부정적인 정서가 아내에게 전가되고 돌봄의 실질적 영향이 무
효화되는 경우가 있다.
역으로

돌봄이 권력으로

강제되는

경향도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매력에

기초하여 돌봄 서비스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이면에

돌봄은 구매할

수

있는

상

품으로 조직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배제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약자’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돌
봄 노동을 파는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낮은 임금과 불안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기 쉽다.
그들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자기 존중감에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내몰릴 수 있다. 여성학자들은 돌
봄을 수행하는자의 비자발적 상황에 주목한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주변화된 돌봄 노동에 몰려 있는 것은 남녀간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비롯한 것이라고 강조한
다.
돌봄을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노동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차 확산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돌봄을 노동으로 인식하면서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성과 그것이
노년의 자아나 돌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흐름도 강해질 수 있다.
교환의 가치가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만일 가족수발자에게 급여를 보장한다면 돌
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작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오히려 도덕적 무게를 벗어던지게 하
는 결과를 갖는다는 논의도 있다. 마음이 경제적 보상에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
게 돌봄

윤리는

현대인의 삶과

관련되어 새롭게 제기되는 많은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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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포함하

고 있다.
누가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는가를 둘러싸고 가족, 지역사회, 국가, 비영리조직,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들이 갈등하고 있다. 오래된 관계의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돌봄,
사회계약에 기초한 돌봄, 시민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우선적인 가치
를 규정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양하다. 가족，
에서 돌봄의
구조에서
서

권리와

해석된다.

관계들에
경제적

국가，

비영리조직，

시장

책임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돌봄은 다양한

문화，정치，

경제

사랑으로서，

책임으로서，

돌봄은 사회의

대한

종합적인

조건들이

관계의

지배적인

윤리로서，

정치 경제적

성찰과정에서

변하고 돌봄을

지역사회，

혹은

질서

보편적인

사회 정의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과

해석되고 구성된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정치，

성찰하는

방식이나

관계가 새롭게 구성된다.

돌봄 관계나 인식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돌봄의 가치는 정치경제
적

구속이 강하듯이 돌봄은 권력관계에 의해 구조화되는

동안 여성화되었고, 사적

영역에서

음을 가리킨다. 또한 공공성과
문제가

있고

또

새롭게

이루어진

보편성으로

제기되는

것도

돌봄의

규정된

불평등

것도 일반적이다. 돌봄이

정치 경제적 구속이 강하였

돌봄 방식에서도 지속되는

이슈가

오래

존재한다．

불평등

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돌봄의 젠더불평등 구조가 공사 경계를 넘어 유지, 확장되는 부분이
관찰된다. 돌봄은 공사 영역을 너머

삶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고 그만큼 돌봄의 존재방식은

삶을 구조화하고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돌봄은
공받고

복합적인

제공하는

때문이다．

감정을

관계가

돌봄을

수반한다．

아니라，

제공하는

이는

상황은

강제

때문에

처럼

긍정적인

부정적인
흔히
의

존재 한다．자신의
이루어지는
감정도

감정도

오래된

돌봄

재와 갖는 관계를

존재하지만

포함된다．

그리고

감정들은

경우도

끊임 없이

이루어지기도

의지에

반하여

많다．돌봄에

않을

하지만，

외부의

수반된

시선이나

감정에는

절규한다．이러한
추구하고

있는

부조리
존재를

삶 전체나

있지만, 역시 돌봄이 장기적인 관계의

보여준다. 가족 돌봄자가

토로하는

적인 관계에 관련된 상처와

부조리

내부의

도덕적

감정은

돌봄이

때문이다．

돌봄

감정은 돌봄의 관계가 존

표현한다. 부적절한 돌봄 상황에 놓인 노인들은

수

마음이 수반되

사랑, 친밀감, 유대

이루어지기

관계들을 표현하는 그 자체 언어이다. 돌봄

의미를

이런

책임인식에서

감정들이 부착되는 것은

자신과 밀착된 대면적인 관계에서

삶과 존재의

제

분노, 멸시, 체념, 포기, 죄책감, 그리고 무관심 등의

에 포함된 부정적인 감정은 노인만큼 돌봄 관계가
해석되지는

육체적인 서비스를

남을 돕는다는 어떤 타자지향이나

돌봄에 굉장히 풍부한

빨리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다고
도

돌봄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에 대응하는 행위이기

출발하거나 사랑과 친밀함과 같은 마음에서
지 않은 돌봄도

단순히

이렇게 살아 뭐하나,

감정은

의존적인

표현한다．
존재의
부분으로

삶에서

가족들의 서사

의미와

연관되어

해석되고 있음을

돌봄상황 자체에서 비롯하였다기보다는

장기

감정인 경우가 많다. 자라면서 차별을 받았다는 피해

의식, 모진 시집살이에 대한 원망, 책임 없는 부부 관계 속에서 오래 누적된 불만과 소통
단절의 관계를 토로하면서 돌봄의 책임이 부당하게 자신에게 넘겨졌다고 의식하고, 돌봄을
통해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를 차단하고, 원망의 마음을 체념으로 달랜다.
돌봄은 누구의 입장에서 돌봄의 욕구와 책임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돌봄의 가치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생명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
되면서도, 생명에 대한 자율적인 권리인식도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또한 가까운 사람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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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돌봄의 현장에서는 각축하고 있다.
가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돌봄의

치료와

윤리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돌봄관계에서 제기된다.

효율성의

정당화된

의사

와

환자관계의

주체의 관점에서 비판되었다．

돌봄

의

효율성과

물리화는

노인의

몸과

안전을

존엄성의 관점에서 비판되고

분리될

수

없는

위해 일반적으로
있다．

행해지고

관점에서

누

있는

신체적

구속은

노인을

이렇게 돌봄의 관계에서 자신과 타자의 존재를 성찰

하게 되고 존재와 돌봄의 가치가 새롭게 구성된다.
이렇게
존엄성을
는

돌봄은
규정하는

방식도

상당히

현대의
주체들이
복잡해지고

삶의

중요한

다양화되면서
있다．

존재방식이
돌봄의

돌봄은

되었다. 또한 생명과

욕구와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해석하고

주체의
성찰하

규범적인 가치와 정치 경

제적 이해관계에서 타자와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게 되는,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내지 행위
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돌봄관계가 구성되고 해석되는 방식은 공공영역과
경계를

넘어 그리고 국가

경계를

너머

관계와

존재에

대한

사적

영역의

사회정의 의제들을 새롭

게 제기하고 있다.

♣ 연습문제
1. 돌봄의 여성화가 사적영역을 비롯한 공적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
의 젠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자.
2. 돌봄의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기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 용어
노년 돌봄구조, 돌봄체계, 노년의 건강과 질병, 가족부양의 다양성과 변화, 책임규범
(효규범 규제), 가부장제적 관계의 억압성, 가족돌봄의 긴장, 돌봄의 사회화, 장기요
양보험제도, 돌봄의 여성화, 돌봄가치의 주변화, 돌봄의 젠더 불평등, 돌봄의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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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제된 무역할과 노년의 정체성 긴장

1. 노인의 사회활동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년을 부정하는 기제들은 복합적이다. 많은 노인이 독립적인 경제생
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생계비를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의존적인 상황이 남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인식되는데 자괴감이 크다. 독립과 돌봄의 기
본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는 현 노년세대에 국한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
운 구조적인 메카니즘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기능,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현대의 삶
의 방식에서부터, 생애 불평등이 누적되는 노동-복지구조,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중심 돌
봄체계의 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 억압 속에서 노
인들의 독립성과 돌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고 노년의 사회참여와 정체성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들은 대부분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친목단체나 종교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활동
이나 정치/직능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약하다. 새로운 관계라기보다는 대부분 노년기 이
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스스로 노인으로 분류
되는 것에 질색한다. 일선에서 벗어난 처음 얼마간은 넘쳐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
해 다양한 교양과 학습 활동을 섭렵한다. 무역할을 거부하면서 사회에 계속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배우고 자격증도 따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느낀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계
들이 한시적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오래된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하지 못하였지만 노년에는 공동체를 위하고 남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나름 사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방법들을 찾는 노인들은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이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다. 평생교육은 주
로 노인복지관에서 상설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하루 천여명이 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장의 사정
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소수에 그친다. 학력이 낮은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이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 인터
넷이나 공식적 메스컴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주변 노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교육에 대한 한이 있을 만큼 교육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력에 대한 차별이나 배운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위축감으로 쉽게 교육의 장의 문
턱을 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 문제도 교육활동 참여를 어렵게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노인은 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전환되기 쉽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지출 중 많은 몫이 노년
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대간 형평성 논의는 주로 복지정책의 개혁과정
에서 제기되며 사회정책의 지출을 통제하는 이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노년층의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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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력을 과장하여 사회불평등이나 리더십 실패의 책임이 회피되기도 한다. 한국 노인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들이 있을 때 노인 단체를
찾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노인들이 모이는 거리에는 정치집회가 상시적으로 열
리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선거지형에서는 세대간 정치관의 대립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일반 여론의식조사에서도 미군, 북한, 통일, 지지정당 등 중요한 정치적 상징에 대한 태도에
서 연령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통계는 노년층을 정치∙문화적 보수집단으로 요약
한다. 선거 때마다 인물이 아닌 ‘보수정당소속’의 출마자에게 표를 던진다고 인식된다(홍덕
률(2003).
현 한국 노인세대가 실제로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세대의 정치적 보수성은 남녀, 계층적 지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
나는 태도이다. 그런데 노인의 보수적인 정치의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를 진지하게 고
민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보수적 정치관은 빈곤과 사회적 소외 등 노년에 겪게 된 결핍과
생애를 통해 내면화하였던 물질주의와 냉전의식, 그리고 잃어버린 권위에 대한 박탈의식이
결합되어 직조되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치들을 통해서 자기를 해석한다. 노인이 친목
을 도모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학습과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화된 자신의 복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기대가 깊숙이 들어있다. 그런데 '무역할'의 강제가 강하다. 사회활동의 제
한은 자연스런 노년의 적응 과정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의한 강제적 이탈의 성격이 강하
다. 실제 많은 노인이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노인의 사회참여

사적 공간에 제한된 일상적 주요 관계. 배우자, 비슷한 나이 친구와

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력이 높고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전직장동료와 교류가 많다. 남성은 배우자와 여성노인은

비슷한 나이 친구와

주로 관계한다.
취약한 사회활동

친목단체와 종교활동이 노인의 주된 사회활동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 정

치직능단체, 문화활동에 참가하는 정도는 제한된다. 컴퓨터, 인터넷 정보활용도도 낮다.
노인에 대한 차별 대우

우리사회에서 노인이 차별대우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크다.

가족, 직장, 일상생활,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정책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다.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

여전히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존경을 받지도 못하며,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가난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년 정의의 갭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년에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년의 시기는

훨씬 연기된다. 스스로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주: 박경숙 외, 2009. 한국 노인의 인권실태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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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관계에서의 차별
노인은 가족, 직장, 일상생활,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 정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고 토로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며, 공공시설에서 불충분한 배려를 받는다고
인식한다. 정치적 정책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년을 부정하는 다양

한 메카니즘이 가족, 일상생활, 공공의 장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노인도 인식하고 있다.
주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서도 홀대받는다는 인식은 세대간, 젠더간 역학관계의 변
화에 수반된 갈등 상황을 반영한다. 물질적 자원이 취약한 노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부양 부
담이 정서적 학대상황으로 이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다. 소비, 문화, 여가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은 소비능력의 결핍을 평소 경험하면서 가지게 된 위축감과 부담의 시
선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노동에서의 차별 인식은 노년의 노동기회가 제약되고 주변적 노
동자로 취급 받는 환경을 인식한 태도일 수 있다. 공공기관 서비스나 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상황 뿐 만 아니라 잃어버린 권위에 대한 박탈의식
이 덧붙여진 정치적 불만의식의 표출일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차별은
단순히 '연령' 혹은 노화의 이유로 이루어진 차별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모순, 세대소통을
제약하는 권위/연고적 문화, 노동시장의 불안,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의 취약, 정책결정
참여의 제약 등의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점이 세대관계로 표출된 성격이 강하다.

3. 노년 정체성의 긴장
이처럼 노인은 다양한 논리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년은 비생산적이라고 규정되고, 무능력/의존의 편견으로 분리되고, 귄위적이라고 기피되
고, 우월자의 시선에서 희화화되고, 노년의 요구가 배제된다. 노년의 몸, 인지능력, 태도는
부정적인 시선에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작업장, 사회복지제도에의 접근의 불리가
노년에 누적되고 압축되는 위험이 크다. 세대간 소통, 돌봄, 친밀함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
도 취약하다. 이런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노년은 무능과 의존, 그리고 비합리적 보수지
향으로 규정되고 타자화되고 삶의 제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노년은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된 제도,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었고, 특히 사회안전
망이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노년의 배제는 일층 가혹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비록 전통
적인 가치가 노년의 지위를 보호하고 가족부양의 관행이 현대 삶의 격랑 속에서 노년을 보
호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이렇게 제도적 배제와 부정적인 시선의 지
배 속에서 노년의 욕구가 부정된 측면이 강하다.
노년을 부정하는 환경에서 노년의 자아가 많은 긴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나이 듦의
경험이 숨겨지고 왜곡되면서 ‘나이 듦’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부정되고 배제된
다.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이미지도 부정적이다. 노인은 건강하지 못하며 젊은 사람들
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젊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며, 실제로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
하며,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가난하다는 인식이 노년 안에서도 지배적이다. 그리고 노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기는 노인이 아니라고 피력하고 싶어한다. 노인을 부정적으로 규
정하고 그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 노인이미지가 노인의 실제 경
험과는 맞지 않음을 가리킬 수 있다. 실제는 많은 노인이 활력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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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독립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묻혀버려 개별화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년의 기간은 현역의 어느 시간보다 긴 기간
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시공간에서 현역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노년이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몰려 들어온다. 다양한 삶의 이력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면서 노년의 삶
이 구성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년 안으로 진입하면서, 처음에는 큰 단절을 경험한
다. 조직화된 노동에서 벗어난 경험은 막막함이다. 노년에 진입한 처음 얼마동안은 외부인
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노년의 문화를 관찰한다. 시간의 관리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활동
에 의존한다. 현역에서의 해방감도 느끼고 자신만의 휴식과 배움, 만남의 시간을 갖지만,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 온전히 주관적으로 의미를 찾도록 놓여진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어느 사이 자신도 노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
노인은 시민사회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된 교류는 가족
이나 직장동료,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
도 있지만 지배적이지 않고, 주된 활동은 비공식적인 관계이다. 기능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삶으로 이행하였지만 그 관계는 연고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중심에서 배
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능 중심 삶에서 왜소되었거나, 도구화되었던 관계들의 가치를 재해
석하기도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다.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일생을 동고동락한
반려자로서, 정서적으로 의지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노년에 부착된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정의
하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노인은 건강이 쇠약하고, 사회적으로 비활동적이라고 인식한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미지와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정형화된 노년의 인식과 실제 경험
사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인식한다. 그리하여 점점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
인 이미지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적인 노년, 활동적인 노년의 문화가 서서
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림 18> 노인에 대한 인식과 자기 인식간의 차이

자료: 박경숙 외, 2009. 노인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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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롭게 구성되는 적극적인 노년의 이미지는 노인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발달되고
있다. 부정적인 노년의 정체성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노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움직
임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욕구의 당당한 분출로 전개되고 있다. 노년의 활동을 주장하는 노
인은 노인 전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구분 짓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병들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존경을 받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으로 의존적이고, 가난하다는 고정관념을 여전히 가지면서, 이와 구분된 자신의 정체성을
노년 없는 독립적인 주체에 준거를 둔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규정된 노인들이 무욕의 삶을
산다면 적극적인 노인 이미지를 주창하는 노인들은 정년없는 삶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능/
역할기대의 단절상황을 강하게 부정하게 되고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박경숙, 2004:
130).

♣ 연습문제
1. 우리사회 속에서 나타난 노인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긍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
르는가,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가? 그러한 이미지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
일까?
2. 은퇴 이후 노인은 강제적 무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생각해보자.
♣ 용어
강제된 무역할, 노인의 정체성, 노인의 사회참여, 사회관계에서의 차별, 노인정체성
의 긴장, 부정적 노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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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노년의 존재양식에 대한 객관주의의 신화
노인 혹은 노년은 단순히 범주적 속성을 넘어 집단으로서나 생애단계로서 고유한 정체성
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노년에 대한 정형화된 표상으로 ‘사회적 부담’, ‘의존
성’, 정치/가치관에서 ‘보수성/권위주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가족부양체제나 은퇴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연령규범이 노년의 의미에 보태지고 있다(박경숙, 2004).
흔히 연령주의로 일컬어지는 노년에 대한 정형화된 의미부여는 노인 혹은 노년의 집단성
을 작위적으로 귀속시키는 위험이 크다. 연령 말고는 동일성을 찾기 힘든 행위자들을 노년
이라는 기준만으로 ‘동질적’인 집단성을 강제한다. 연령주의는 과열화된 세대갈등론에서와
같이 노년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모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노년의 사회적 소외 이면에는
단순히 물질적 결핍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강요받는 문화
적 배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의미체계는 그 관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인식론적 관점에서도
비판이 필요하다. ‘사회적 부담’ ‘보수주의’와 같은 노년이미지는 객관주의로 명명되는 인식
론에서 대량 생산된 측면이 없지 않다. 객관주의 전통에서 연구자는 선험적인 편견에서 가
치중립적으로, 노년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과학주의가 지향하
는 개별사례로부터의 거리와 추상성은 연구자가 행위자 내면의 경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객관주의 접근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있
다. 노년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사회적 부담 혹은 문제 중심의 접근으로 수렴되는 것은 대
부분의 연구가 중심문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관찰이기 때문일 수 있다.
객관주의가 전제하는 객관적 관찰과 가치중립성에 대한 도전은 지성사적으로 오래되었다
(Denzin and Lincoln. 2000). 후기실증주의, 후기근대화론, 후기구조주의, 신맑시즘, 페미니
즘의 관점들은 어떠한 관찰도 객관적이지 않으며, 대상 또한 자기 통합적인 실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관찰은 관찰자와 피관찰
자의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상황 지워진 관찰일 뿐이다. 어떠한 응시도 언어, 젠더, 계급, 인
종의 렌즈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자의 관점 또한 연구자의 생애경험과 학문적 훈련전통에
서 다져진 관점의 렌즈를 통해 대상을 응시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규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구별짓는 마음은 타인이 주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일조하거나 기존의 위계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자신
의 주체화에 대한 열망은 강하고, 타인의 주체화에 대해서는 인색한 마음이 약자의 위치를
재생산하는 지식들을 강화하는지 모른다. 기존의 위계적 위치를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자신
과 타자의 구별짓기를 한다. 불평등은 약자의 위치를 재생산하는 타자화의 인식을 포함한
다. 스스로 취약한, 무능함으로 자기를 규정하도록 하는 해석, 지식체계도 포함된다.
마음에 따라 그리고 보는 방식에 따라 삶의 부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달라진
다. 부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부조리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힘을 억누른다. 노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회, 노동,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인식의 변화를 전제한다. 기존의 상식화되고 객관화된 노년인식은 기존의 질
서를 정당화하고 변화를 통제하는 신화일 수 있다. 고령화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노년의 차
별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노년의 부정적인 인식은 노년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질서짓는다. 노년은 의존적이고 쇠퇴
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살아간다고 인식되고, 또 그렇게 삶의 조건이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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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었다. 이런 신화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힘들이 노년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주체로 노년 자신도 변하고 있다. 노년의 목소리는 종래의 분리, 무욕,
쇠퇴를 부정하고 사회참여와 활동을 강조한다. 노년의 취약한 존재가 취약하도록 살게 하는
환경과 인식의 산물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취약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주
체적인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도록 강제화한다고 주장한다.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의존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그런데 기력이 쇠하는 과정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고 강제한 힘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쇠약이나 질환이 자연스럽게 진
행되기보다는 삶의 물리, 정신적 위험과 함께 갑작스럽게 수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규칙적
인 직장생활을 할 때만 해도 건강하였는데, 은퇴와 함께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
인식과 사회의 환경이 기력을 빼앗아간다. 육체적 활동과 식습관의 개선은 노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들이
지역사회에 포괄적으로 구비된다면 방상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서도 일상의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 중증의 장애와 고통 속에서 존재를 비관하는 것은 돌봄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질환과 기능상실에 노출되는 위험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크다. 또한 노년에 중증의 질환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취
약계층에서 더 클 수 있다. 불평등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믿
음을 취약하게 만든다. 취약하고 의존적이라는 노년의 신화는 불평등과 구별을 강화하는 사
회 구조에서 강화되었을 수 있다. 개인 모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구축
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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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노인은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개인들의 성향, 습관은 다르다. 또한 사람들이 몸담았던 직업생활이 다르고 사회관계와
가족관계가 다르다. 그런데 노년의 자아가 이전 생애와 구분된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
는가. 아마도 가진다면 그 과정은 노화의 일반적인 영향이기 보다는 역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환경에서 결과된 부분이 크다. 지금까지의 활동과 관계에서 단절하도록 기대하는 인식
과 환경이 노년의 동질화를 조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이전에는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창의성과 사회의 기여는 젊은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지 않다.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는데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영향은 지대하다. 또한
삶과 사회를 움직이는 지식은 기능적이고 분석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
해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오랜 삶에서 성찰을 통해 획득한 지혜는 새로운 관점 만큼이나

사회를 넓힐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믿음이 노년의

노동분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노동과 은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다. 나이에 따른 노동 분리가 지배적이다. 입직공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연령기준이
명시되고,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연령 제한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
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이 의무화되어 있고 또 은퇴 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
다.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믿음은 생산과 효율의 논리가 배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더 강하기 쉽다. 나이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은 흔히 생산성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크
다. 또한 노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된 것은 현재의 작업환경의 노년의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상당한 노동강도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노동환경에 노인이 적응하기는 쉽
지 않다. 시간과 노동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노동효능감이 크다. 다른 연령대
가 함께 노동하는 작업환경은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노년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의존적인 삶이라는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노인이 경
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은 편이다. 가족 안에서 경제
적 지원을 하거나 가사, 손자녀 돌봄, 노인 돌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많은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50대 이상의 연령층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노인은 의존적이라는 인식이 노년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쉽게 보
지 못하게 하고 있다.

노년의 경험은 현대사회에 쓸모가 없다.
현대인은 바쁘게 산다. 직장생활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갖
고 동시에 아이들과 노부모를 돌보는 일을 양립하는데 스트레스가 크다고 한다. 바쁜 일과
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버겁다. 관계를 만들기 보다, 업무를 해결하는 일과로 시간
들이 채워진다. 일상의 업무에 지치면서 노년에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
기도 한다. 그런데 노년은 자유로운 시간보다 일들을 나누어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노동강
도나 돌봄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할들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
다. 일과 돌봄의 양립 문제는 노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좀 더 여
유롭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전통과 지역 문화를 전
파하는데 노년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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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인은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한다.
오래전부터 존경받는 노인의 이미지에는 욕심을 버리고 후대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
하는 이미지가 있다. 욕심을 버리면 걱정할 게 없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노인의 말이 깨달음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에서 최고, 일류,
출신, 왕년의 잘나간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삶보다 자신을 버리고 아래로 향하는 관점
이 아름답게 비쳐진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제한되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노년이 불행할 수도 있
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인
식은 노년의 무욕을 강제하는 인식일 수 있다. 노년의 무욕을 강제하는 시선이 지배하고 이
런 시선이 실질적인 노년의 배제를 강화하고 있을 수 있다. 삶의 욕구를 해석하는 당사자로
서 노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은 보수적이다.
나이가 들면 새롭게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인식된다.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한다. 청소년들은 빠르게 몸을 단련시키지만 나이가 들면 운동신경도 많
이 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도 개인차가 많다. 교육, 훈련의 중요성은 지속성이다. 속도는
느릴지 모르나 자기 페이스대로 지속해서 움직이고 배우면 흔히 젊은 사람의 성취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노인의 보수화는 사회로부터 분리가 강제된 영향이 크다.
많은 노인이 교육과 문화, 사회 참여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
되었지만 노인들의 정보격차는 심각하다. 정보와 기술이 생활환경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노
인이 일상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노인이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대
면적인 소개나 소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교육, 지식, 문화에 접근하는 기회가 제약되면
서 노년의 문화가 게토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또한 노년의 경험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중
심의 교육, 지식, 문화체계를 습득하는 방식에 동화하도록 강제되는데 부담도 크다.
한국 노인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인식된다. 한편으로 노인분들이 살아
온 시대의 물질주의, 냉전주의, 권위적인 가족관계를 내재화한 영향도 있지만, 노년의 사회
적 소외에서 경험한 박탈의식의 영향도 크다. 소통의 부재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 감정이 일어난다. 서로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를 부정하는 태도는 소통을 방해한다. 세
대 소통의 장애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사회활동에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변화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위에서 열거한 노년의 인식이 맞지 않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인식된다. 고령화는 사회적 부담이라는 인식이 공공연히 확장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력이 정체되고, 노인을 돌봐야하는 어깨는 무거워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부담으로 보는 인식은 노년 차별을 강화한다. 앞으로
한국사회도 20년 뒤가 되면 네 명 중 한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요즘도 외모로 보아서는
나이 듦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과 젊음을 오랜 나이를 통해 유지하는 노인이 많다.
그렇지만 건강한 노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이나 노년의 건강함과 사회참여를 준비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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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 노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연령차별을 강화하고 노년의 참여욕구
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유효한 노년 자원을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
함으로써 고령화의 부담을 사실로 만든다. 노년의 사회참여는 고령화의 부담을 피할 수 있
는 가능한 선택이다.

♣ 연습문제
1. 본문에서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의미체계를 반영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 명제를
본인이 갖고 있었던 노인에 대한 기존 생각과 비교해보고, 바꿔야할 인식은 없는
지 살펴보자.
♣ 용어
객관주의, 연령주의, 신체적 쇠약과 노년의 의존성, 노년의 다양한 욕구, 노년의 사회
적 기여, 노년의 사회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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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개인주의적 권리 주장을 넘어
노인의 소득, 노동, 돌봄/건강,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노년 삶의 기본적 욕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노동전반에 대한 권리가 적극적

인 주장이나 행위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권이 노인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
다. 돌봄에 대한 권리적 표현도 돌봄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한다. 그리고 정형화된 노인
이미지(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의존과 기능결핍)와 자신을 분리하는 태도가 강한 것은 독립
과 사회참여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욕구 인식은 생활 제반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고 싶고, 그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권리인식을 가진다. 그리고 권리인식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
거나 자원이 많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표현된다. 노년내부의 계층화와 함께 권리인식도 계
층의 지점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욕구를 권리로까지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
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이고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소득과 돌봄의 권리에서 두드
러진다. 노동에 대한 강한 욕구도 현실성 없는 희망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이처럼 가
족과 개인의 소관이자 책임으로 해석되는 욕구와 권리 인식은 어떤 사회성을 반영하는가.
개인화된 욕구/권리인식은 위계적인 계층 구조와 밀접히 연관된다. 위계적인 계층구조에
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인식이 구조화되기 쉽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소유하지 않은 자의 권리와 구분시킨다.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욕구/권리
인식은 위계적 계층구조에서 조성되기 쉽고, 또 계층구조를 위계화하는 영향력을 가진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욕구/권리 인식은 성, 계급, 교육수준 등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고, 남성은 여성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덜 인식할 수 있다. 중심조직의 관리자와 하도급부문 노동자가 인식하는 권리의
정도와 서로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비슷한 불일치가 예상된다. 권력/자원을
소유하는 위치와 권리인식은 서로를 정당화한다. 이처럼 권력과 재화가 위계화된 사회에서
권리인식 역시 계층화되고 권력 자원에 따라 상당히 정치화된다. 계층화된 권리인식의 특징
은 계층적 지위에 따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개별화된 권리인식은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의존적이고, 타인의 권리와 구분짓는다. 독
립과 역능성을 확장시키는 힘이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에서 개인의 자유 열망과
불평등이 공생하게 된다. 불평등은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체의 자유의 확장이
다른 개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관계로 구조화된다.
노인의 권리인식은 개별화된 특징을 나타낸다. 소득이나 돌봄의 기반이 개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한다. 개별화된 권리인식은 가족에서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여 선언된 부분도 있고, 시장과 상품화된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존재들
의 선언이기도 하다. 성취와 생산성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중심문화의 영향
이 노년에도 확장된 것도 연관된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힘에 의존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인정을 구하기 힘들다. 노년에도 일하고 싶은 욕구의 정당성을 일반시민이
진정으로 공감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많은 노인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만 예산의 제한 때문에 일자리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시민 일반은 보상 없는 기여를 흔쾌히 내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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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인 인권 선언의 주된 권리항목
국제인권장전으로 지칭되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자유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에서는
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사상, 양심, 표현, 거주, 신체의 자유 등을 포함한 자유권과

적정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차별금지 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국제 선언들도 크게는 국제인권장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 항목과 중첩된
다. 1991년 UN이 발표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서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l 독립 - 적절한 소득/소비/주거보호와 건강보호에 접근하고, 노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
고,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l 참여 -정책결정, 문화공유,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
l 돌봄 - 질병예방 및 건강보호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에
서 존엄성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을 권리
l 자아실현과 존엄성 - 자기를 개발하고 존엄과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나
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그
들의 경제적 기여에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할 권리.
또한 2002년 발표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에서는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동활동, 연령차별금지와 고령화
를 세계개발의제로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생활을 유지하는 것,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돌봄을 받는 것,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당하고 요구되는 권리이다．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런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압력이 실질적인 배제를 낳고
있다면, 노년에 강조되는 무욕을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물질적인
재화와 기능이 충족되었다고 노년의 삶의 질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진될까의 질문이 쉽게 지
워지지 않는다. 물질적인 소유나 기능의 유지가 주체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삶의 성하
고 쇠퇴함에 대한 성찰이 씨줄과 날줄로 직조되면서 삶의 의미가 완성된다. 노년 삶이 부정
되는 기저에는 물질적인 기회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기회가 절대시는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요소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이 부정되고 배제되는 메커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노동, 복지권 등
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화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환경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여 노년의 삶의 존엄성의 질문은 독립된 주체의 기능,
생산,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는 원리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관계적인 원리들을 제기한다.

♣ 용어
노년의 욕구와 권리인식의 사회성, 개별화된 권리인식이 갖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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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혼, 가족, 가족가치
은기수 (서울대학교)

Ⅰ. 결혼의 의미

1. 사회제도로서 결혼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욕망들
을 일상 속에 실현하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 부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이다.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권력지향적 인간이 있는가 하면, 큰 부를
소유해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아예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 자
체를 삶의 목표를 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러한 욕망들을 충족하기는 어렵
다.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모
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부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상을 누리면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부를 골고루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동시에 충족되기 힘든 이유는 자원의 제한성과 희소성 때
문이다. 꿈, 욕심 혹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매우 희소하다. 사실 필
요한 자원이 무한하게 존재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굳이 자원에 대해 욕심을 내거나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
지만 우리는 산소를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늘 주변에 충분히 존재하는 산소를 두고
남들과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살
아가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늘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회제도는 이러한 경쟁에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개인들의 삶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과 투쟁에 일정한 규칙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늘 혼란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공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힘센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며, 언제
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약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사회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혼란스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이 늘 불안하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개인적 차원의 삶도 불안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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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원시
시대부터 고도로 발달된 21세기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제도들을 운영해 왔다.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제도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왔지만, 이러한 사회제
도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원시사회나 현대사회 사
이에 차이가 없다.
한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는 본능적인 욕구인 성도 있다. 성욕은 쉽게 제어
하기 힘든 본능적 욕구이다. 이처럼 강력한 형태로 존재하는 욕구를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
는 대로 전부 채우려고 한다면 어느 사회나 순간 깊은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개인이 가진 강력한 성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다. 성욕
을 규제하는 사회제도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누구와 성관계를 가
질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한다. 부모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끼리는 성관계를 가
질 수 없다는 강력한 규제(taboo)가 생겨나기도 한다. 즉, 성에 대한 사회제도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범위를 제한하여 본능적 욕구인 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결혼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사회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능은 바
로 성을 규제하는 것이다. 사춘기를 지나 몸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욕구도 생
겨나게 되는데, 다른 욕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욕 역시 규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혼란을 초
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성욕을 규제해
왔다. 어떤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이웃인 일
본에서도 전통시대에 혼전성관계가 흔히 일어나는 지역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많은 사회에
서 결혼을 한 배우자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갖도록 성을 규율해왔다.
결혼의 두 번째 기능은 사회재생산 기능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후 성관계를 갖
게 되면, 그 결과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인이 결혼을 통해 하나
의 가족을 구성하고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자 한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이 된다. 결혼과 함께 만들어지는 가족에 관한 논의는 다음에 계속 하
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결혼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보자.

2. 결혼의 의미 변화
사회제도로서 결혼은 보통 성을 규율하거나 적법한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지
니지만, 시대와 사회마다 조금씩 기능과 의미를 달리한다. 결혼은 흔히 두 남녀가 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 현대에는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 본문
에서는 결혼을 두 명의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한편 시기적으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대사회이다. 후기근대사회 또는 탈근대사회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 결혼의 의미 변화를 18세기 이전의 전통사회와 이후의 근대사회로 크게 구분
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1. 전통사회에서의 결혼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으로서 두 남녀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족 혹은 집안 사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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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었다. 즉 결혼은 당사자인 두 남녀의 개인적인 차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그들 각각이 속한 가족의 이해와 안녕을 대변하는 가족 혹은 집안의 대표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시대에의 결혼에서 당사자 개인의 애정이나 의사는
덜 중요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가족 혹은 집안의 이해를 극대화하거나
안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집안을 찾아 가족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조선시대의 결혼을 생각해보자. 책이나 영화 속에 묘사되는 조선
시대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 부모나 친척이 중매해서 이루어지는 중매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혼 당사자들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부모나 친척에 의해 결혼 논의가
진행된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당일 예식을 올릴 때야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을 처음 보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 하는구나”하고 결혼을 실감하게 된다. 물론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
들끼리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렸을 때 얼굴을 보았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해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애정에 기반을 두고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개인이 좋
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결혼상대가 정해지고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양 전통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죽을 만큼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을 할 수는 없었다. 둘은 서로 원수관계에 놓인 집안의 아들과 딸이었다.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굳게 약속한들 실제로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었
다. 로미오의 집안과 줄리엣의 집안이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고 서로의 집안을 통해
자신의 집안의 위상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필요성이 있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덜 사랑
한다 할지라도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결혼은 철저하게 각 집안의 신분적, 경제적 지위 등을 따져 성립되었다.
조선시대의 혼인망(marriage network)을 분석해보면 조선시대에는 철저하게 같은 신분의
집안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졌다. 양반신분 집안은 다른 양반신분의 집안과 혼인망을 구축하
고, 중인신분 집안은 다른 중인신분 집안과 혼인망을 구축하였다. 평민신분인 사람들은 같
은 평민신분 사람과만 결혼을 했다. 가수 조영남씨가 부른 <최진사댁 셋째딸> 노래에서 평
민 신분인 주인공은 진사 벼슬을 하는 최진사댁 셋째딸을 감히 넘보고 있지만, 실제로 평민
신분인 남자가 양반신분인 최진사댁 셋째딸과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부를
축적한 평민 집안의 자제가 몰락한 양반 집안의 자제와 결혼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흔하지는 않았다. 최진사댁에서는 자신의 집안과 신분상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
문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집안의 남자를 사위를 맞이하려고 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셋째딸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조선시대 결혼에서
중요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문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또한 한번 이루어진 결혼은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 상대
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애정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여자가 남자의 집
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면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고 때로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
로 갖은 구박과 수모를 겪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을 꿈꿀 수가 없었다. 자신이 선택이 아닌
집안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이루어진 결혼은 번복될 수 없고 평생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이 죽으면 재혼도 쉽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특히 양반 등
상류층의 여성들에게 재혼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고위 관직으로의 진
출에 큰 불이익을 주는 등 여성의 재혼을 자식의 관직진출과 연계하는 규정 때문에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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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바라는 어머니는 재혼을 꿈꿀 수도 없었다. 평민층 여성의 재혼은 상류층 여성에 비
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상류층의 결혼 규범이 곧 조선시대의 결혼 규범이 되었기
때문에 평민 여성의 재혼도 적어져 결국 여성의 재혼은 금기시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에 반해 남성들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혼상대자가 사망하면 다시 적법한 결혼절차를 거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통시대의 결혼은 특히 여성에게 제약이 더 많고
불리한 사회제도였다.
조선시대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애정이 없는 경우 남성들 특히
양반 남성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첩으로 삼아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첩은 결혼
을 통해 얻은 배우자가 아니었다. 첩은 남성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
는 여자를 골라 결혼을 거치지 않고 집으로 데려온 존재였다. 그래서 첩과 그로부터 난 자
식들은 적법한 아내와 자녀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내에 있는
부인과 적자녀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신분적,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했다. <홍
길동>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첩에게서 난 홍길동은 적처에게서 난 형을 형이라고 제
대로 부를 수 없는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의 배우자가 된 여성에게 이혼과 재혼이 거의 불가능했던 반면,
첩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사는 생활을 해소하고 다른 남자와 살 수도 있었다. 첩은 결
혼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다 헤어져도 이혼이 아니었고, 다른 남자와 다시 살아도
재혼이 아니었다. 그러나 첩이었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정식 부인이 되기는 어려
웠다. 즉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남녀가 같이 살 수는 있었지만, 그 경우
여성과 그 자녀의 신분적,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시대에 결혼은 가족의 위상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었고, 개인들은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혼을 했어야 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적법한 구
성원은 오직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혼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2-2. 근대사회의 결혼
전통시대가 지나가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결혼
이 두 남녀의 애정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전통사회에서 결혼당사자들 간의 애
정은 결혼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었다.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었기 때문
에 개인은 가족의 안녕을 위해 싫든 좋든 부모나 집안 어른이 결정해 준 상대방과 결혼을
해서 살아야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부부는 애정이 없어도 가족에 의해 짝지워진 이상
함께 살아야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랑은 불같이 일어났다가 식을 수 있는 것인지만, 정은 함께 살면
서 생겨나 오래 지속되고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남녀가 애정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서구의 근대사회에서 이루어진 새로
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낯설게 들릴지 모른다. 이성 간에 애정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던 것일텐데, 갑자기 근대사회에
와서야 비로소 남녀 간에 애정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
나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결혼 전에 애정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을 하
는 것은 오직 근대사회에서만 가능하게 된 일이다. 그래서 근대사회의 결혼(modern
marriage)을 두고 우리는 ‘애정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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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결합’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전통시대까지 결혼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었다면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비로소 개인과 개인의 애정에 기반한 결혼이 등장하게 된 것
이다.
개인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혼 전 남녀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확인되는 것인가? 남
녀가 서로 간에 애정을 느끼게 되면 육체적인 접촉이 함께 뒤따른다. 그러나 결혼이 애정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결합이라 할지라도 성은 결혼한 남녀 사이에만 허용된다는 사회규범에
는 큰 변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랑을 하는 남녀가 육체적인 접촉을 갖더라
도 성관계까지 이르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손을 잡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포옹 혹은 간단
한 수준의 육체적 접촉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성은 여전히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한 규범이 존재했기 때문에 근대사회로 이행한 후에도 결혼과 성은 분리되지
않았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고 성관계
까지 이르게 되어 그 결과 여성이 임신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양쪽 가족은 서둘러 두
남녀를 결혼시켜 결혼 내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가 여
전히 성을 규율하고 사회의 적법한 성원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었다. 근대에도 여
전히 결혼은 성을 규율하고 사회의 적법한 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제도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기반으로 한 근대결혼을 전통결혼과 구분지어 주는 중요한 특
징이 있다. 결혼을 가족 간의 결합이 아닌 애정을 기반으로 한 개인 간의 결합으로 여기게
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가치관이 강해지게 되면서, 부부 사이를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전통결혼에서는 부부가 친구 같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애정을 기반
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근대결혼은 결혼한 부부가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친구와 같은 관계를 찾고 유지하는 부부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군림하는 권위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평등하면서도 친근함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부관계는 근대 혹은 현대 결혼의 한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3. 보편혼의 한국 사회
전통사회에서나 근대사회에서 성인 남녀는 모두 결혼을 하고 살았을까? 서로 다른 이성에
게 매력을 느끼고 애정을 갖게 되면 모두 결혼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산 것은 아니다. 또 모든 사회에서 결혼이 장려되었던 것도 아니다. 식
량생산에 비해 인간의 재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명한 인구학자 맬서스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맬서스는 성직자였기 때
문에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인 피임을 하는 것은 반대했다. 대신 그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시기를 늦춰서 매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줄여 출산력을 억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만약 결혼을 한 경우에는 출산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금욕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았다. 맬서스 당시에는 결혼을 한 사람들만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억제하는 방법이 최선이었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
는 될 수 있는 한 결혼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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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의 바람대로 서유럽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
들이 많다. 서유럽에서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사람들이 늦게 결혼한 것으로 유명하다.
늦은 결혼연령과 높은 비율의 독신이 서유럽 사회의 특징의 하나다. 1900년 경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평균 결혼연령이 20세 보다 훨씬 낮았고, 여성들은 50세에 이르기 전
에 약 98%가 결혼을 했다. 반면에 서유럽에서는 이 시기에 결혼연령이 23세를 넘었으며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여성의 비율이 최소 10%를 넘었다.
한국의 경우 일제시대 때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은 1925년에는 16.6세, 1930년에는
16.8세, 1935년에는 17.1세 등 20세에 훨씬 못 미쳤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10대 청소년
들이 결혼을 한 셈이다. 그러다 1955년에 한국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은 20.5세가 되었고,
1960년에는 21.5세, 1966년에는 22.8세 등 해방 이후 20세 이상으로 평균 결혼연령이 높
아졌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평생 독신으로 사는 비율이 낮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결혼
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실제로 삶의 과정 가운데 언젠가는 결혼을 하는 사회를 보편혼
(universal marriage) 사회라고 부른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시대의 서유럽사회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는 보편혼 사회가 아닌 것이다. 전통시대에 한국은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거나 언젠가는
모두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도 그러했던 보편혼 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비교적 일찍 결혼하고 또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에 관한 여러
규범이 발달했다. 규범이란 사회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한 가치인데, 보통의 가치와는
달리 일단 규범이 되면 규범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제재가 주어진다.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만 규범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
한국사회에도 결혼을 둘러싸고 존재했었다.
결혼에 관한 첫째의 규범은 연령규범(age norm)이다. 한국 사회에는 소위 “결혼적령기”
라는 규범이 있다. 남자는 몇 살쯤 결혼하는 것이 적당하고, 여자는 몇 살쯤 결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결혼적령기가 있다. 젊은 남녀가 그 연령대에 이르면 누구
나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결혼적령기가 지났다 싶으
면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고 물어보거나 언제 결혼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거나 선을 주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한국 사회에
결혼에 관한 강한 연령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결혼적령기가 평균결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계속 늦어지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여성들의 결혼적령기는 24-26세 정도였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여성들에게 몇 세가 결혼
하기에 적당한 연령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28세에서 30세 사이, 혹은 30세 즈음이 적
당하다는 대답도 많을 것이다. 이처럼 결혼적령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평균결혼연
령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있다.
결혼적령기라는 용어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 결혼 연령에 관한 규범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때, 이 결혼적령기 규범을 어김으로 인한 부정적인 제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결혼시장에서의 차별 혹은 푸대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연애 상대가 없고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짝을 못 찾는 경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상대를 의뢰인들을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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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지 않는다. 자체적인 기준으로 의뢰인을 구분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일

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의뢰인은 결혼적령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단 결혼적령기
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을 찾아 여러 번 만나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
나 결혼적령기를 지난 의뢰인, 특히 여성 의뢰인의 경우 아무리 교육수준이 높고 좋은 직장
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높다 해도 조건에 맞는 짝을 맺어주기 힘든 경우가 많다.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남성의 나이가 더 많은 커플이 일반적이기 때
문에 여성들은 일단 연상의 남성들 가운데 비슷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게 된다. 때문에
결혼적령기를 넘기고 뒤늦게 결혼정보회사 문을 두드린 여성에게는 교육, 직장, 수입 등 다
른 여러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혼적령기를 놓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남성 결혼후보자를
만나는 기회가 더 적게 제공된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결혼에 관한 두 번째 규범은 순서규범(order norm)이다. 이는 형
제가 많고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강하던 시절에 주로 발견되던 사회적 규범이다. 형제가 여
럿인 가족에서 결혼은 주로 형제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남자 형제들 가운데에서 첫째 아
들, 둘째 아들 등의 순으로, 여자 자매들 가운데에서 첫째 딸, 둘째 딸 등의 순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다. 이러한 순서규범은 소설가 양귀자씨가 쓴 소설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다.
“불초소생씨는 이미 말한 대로 지금 목하 신혼 중이다. 사실 그의 신혼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덤덤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자그마치 십년 여 동안 부모와 친지들의 애를 태우
다 간신히 하게 된 노총각의 결혼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평균치의 애정만 가지고 그의 신
혼을 거론하기가 좀 서운하다. 보통 사람의 결혼 적령기에서 거의 십년을 넘긴 결혼이니
불초소생씨의 나이는 이미 삼십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처지이다. 게다가 그는 체통
과 법도를 유난히 따지는 집안의 장남이다. 그의 부모들이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늙
은 총각으로 세월만 보내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는 보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막혀있는 앞차 덕분에 그의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둘도 덩달아 노총각 노처녀의 호
칭을 얻고 있었으며, 그의 아버님은 이것이 부끄러워 친척이나 친구분들 모임에 아예 불
참하기를 예사로 했다고 들었다.” (양귀자. 1994.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p. 24).

인용한 글에는 비단 결혼에 관한 순서규범만 아니라 여러 다른 규범이 함께 나타나 있
다. 결혼적령기라는 연령규범을 어겨 노총각, 노처녀로 불리우는 가족의 모습도 보인다. 주
인공인 장남이 결혼을 못해 다른 형제들에게 “막혀있는 앞차”가 되어 그 밑의 남동생 하나
와 여동생 둘도 덩달아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표현은 형제순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결혼하
는 순서규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미 결혼을 할 짝을 구했어도 결혼하지 못한
형, 오빠, 누나, 언니 때문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지 못하고 애태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출산력이 낮아지고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형이나 언니보다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먼저 결혼해
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로 한국사회는 변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연령규범에 비해 순서규범은 훨씬 약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결혼에 관한 규범들이 존재하며 어기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정
적인 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나 규범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의
식과 태도도 변하고 한 사회의 가치도 변한다. 그러면 규범도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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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우리는 이 장에서 사회제도로서 결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혼의 가장 기
본적인 사회적 기능은 성을 규율하고, 가족을 형성하여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을 판별하는
기능이다. 결혼의 사회제도로서의 기능은 전통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유지되
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결혼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전통시대에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었다. 따라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 두 남녀 개인의 의사나 애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며, 한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사
회로 넘어오면서 결혼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족보다는 당사자 개인의 의사
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두 남녀 사이의 애정이 근대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
견”되었다. 따라서 애정이 식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전통시대와 비교
하여 이혼과 재혼이 훨씬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중 언젠가는 결혼을 하는 “보편혼 사회”에 속한다. 보편혼 사회인
한국 사회에는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존재한다.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이 대표적인
예이며, 특히 연령규범은 현재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결혼 규범에 속한다. “결혼적령기”라
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결혼할 것을 기대받게
된다. 그리고 이 연령규범을 지키면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만 어기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결혼적령기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평균결혼연령이 낮았던 시절에는 결혼적령기
도 낮았으나, 오늘날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며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결혼적령기도 높아지고 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예 결혼
적령기라는 개념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범이란 사회적인 차원의 가치로
존재하고 그 규범을 지키거나 어기는 것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규범을 무시하고 싶다고 해서 그 규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만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결혼적령기라
는 연령규범이 약화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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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보편혼 사회인 한국사회에는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연령규범이 남아있는 편이다.
주변에서 연령규범이 적용되어 긍정적인 보상과 부정적인 제재가 주어지는 사례
를 찾아보자.
2.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본인의 결혼이 어떻게 성사되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생
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인터뷰해보자.
3. 사회제도로서 결혼은 성을 규제하고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최근 사회제도로서 결혼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
정이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의 사회적 기능과 개인적 의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이
야기해보자.
♣ 용어
권력, 경제적 부, 자원의 희소성, 사회제도, 성규제(성규범), 사회구성원 재생산, 탈근
대사회, 중매혼, 혼인망(marriage network), 보편혼, 맬서스, 평균결혼연령, 결혼 적
령기, 결혼규범, 연령규범, 순서규범, 사회(신분)적 지위,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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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결혼과 가족

1. 개인의 생애과정과 결혼
한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의 삶의 전 과정을 생애과정(life
course)이라고 부른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생애과정을
갖는다. 전통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신분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년기
를 지나 아동기에 이르면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성인으로 인정받
는 연령에 이르면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 가족은 출산을 통해 확대된다. 자
녀의 수가 늘어나면 가족의 규모가 확대된다고 말할 수 있다. 후에 자녀가 자라 결혼을 하
고 집을 떠나면 가족의 규모는 다시 축소된다. 집에는 노부부만 남게 되고,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죽으면, 배우자 한 명만이 남게 된다. 물론 장성한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면
서 확대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죽음은 한 개인의 생애과정이 끝나는 생애사건이다.
전통시대에는 개인의 생애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대강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
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인 생애과정과 단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했다. 조선시대의
호적을 살펴보면, “15세 미만, 15세부터 60세, 60세 이상”과 같은 방식의 구분은 보이지만,
오늘날의 “영아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등에 상응하는 개념
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몇 세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찾아보기 힘들
며, 다만 결혼과 입양제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계를 계
승할 적장자가 없는 경우 같은 성씨의 다른 집안에서 아들을 데려와 가계를 잇는 일이 많았
다. 그런데 양자로 들어와 적장자가 되는 경우의 기록을 살펴보면 15세 이상의 결혼한 남성
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남성들은 1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혼을 해야만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15세쯤 되면 초경을 하고 임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분명한 기준만 있을 뿐 조선시대까지는 생애단계나 성
인기에 대한 분명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의 생애과정은 표준화되었다. 생애과정이 표준
화 되는 데에는 의무교육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 근대사회에서는 초등교육 혹은 중등교
육이 모든 개인에게 의무로 부과된다. 전통시대에는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의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노동이 금지되었다. 태어나서 유년기가 지나
면 입학을 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교육을 마치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결혼적령기가 되면
짝을 찾아 결혼을 하며, 결혼한 부부는 출산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요한 생애사건이 일어
나는 순서와 연령이 표준화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근대 한국의 남성에게는 교육과 군복
무-취직-결혼-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여성의 경우에는 교
육-취직(혹은 과거의 현상이지만 소위 신부수업)-결혼-출산 등으로 생애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통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사회에서도 결혼 혹은 출산은 한 개인
의 생애과정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분기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표준화된 생애과정이 흐트러지고 있다. 교육을 다
마치기 전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교육-일-결혼-출산’의 순서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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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 혼외자녀의 출산
비율,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성인 또는 성인기를 규정하는 문제
가 복잡해지고 있다. 서구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생애과정이 소위 “정
상적”인 생애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결혼 전 동거나 혼외 출산이 아직 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혼 혹은 출산을 성인기의 출발로 보는 관점 또한 큰 틀에서 유지
되고 있다. 물론 변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따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혼제도의 약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 이에 대해 현대 사회의 젊은 남녀들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결혼을 하기위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
해서 결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꼭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혹
은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을 성인기의 이행을 위한 생애사건을 인식하여, 성인
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일까?
경제학자들에게도 결혼은 중요한 연구주제다. 결혼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에게 결혼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환행위의 하나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을
가장 잘 개념화한 학자는 시카고대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이다. 베커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특화시키고, 이 특화된 능력을 발휘해
서 얻은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을 때 결혼이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남자
는 밖에서 일하는 능력이 여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으로 자신을 특화한다. 반면에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데 남
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특화한다. 따라서 베커는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서로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베커의 개념은 근대결혼의 성별 분업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근대사회의 결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베커의 개념이 도전받게 되었다. 단순한 육체노동이
요구되던 경제체제에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여성들의 교육수준 상승으로, 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남자들과 능력을 겨루려는 경
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즉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버는 능력을 특화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능력을 특화하여 이를 서로 교환하고자 한다는 결혼의 중요한 전제조
건이 깨지게 된 것이다.
또한 성을 규율하고 적법한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한다는 결혼의 기본적인 사회제도로서의
기능과 역할 또한 흔들리게 되었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1960년대 먹는 피임약
의 개발이다. 비타민을 먹듯이 복용하면 성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는 획기적인 피임
약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성과 결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피임약이 개발되기 이전
의 피임도구는 효율성이 낮아 설혹 피임을 한다고 해도 완전한 피임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피임약은 효과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임을 하기도 무
척 쉬웠다. 또한 이 피임약은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
다. 기혼여성은 자녀 수 조절을 위해 피임약을 사용하지만, 미혼여성은 결혼과 상관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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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피임약을 사용하였다. 즉 이 피임약의 개발으로 미
혼의 젊은 남녀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을 즐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
세기 후반 성과 결혼이 분리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문화적으로도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사람들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
났다. 전통사회나 초기 근대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을 중시하는 가치가 지배
적이었지만, 근대화가 진행되고 사회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사람들은 집단에 개인이
매몰되거나 집단이 개인을 규율하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의 행복과 안녕 및 선택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서구사회에서는 과거에는 당연시되어 오던 결혼제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동거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
이게 되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는 것으로 받
아들여졌으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또한 허용되는 사회로 변해갔다.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지 않은 남녀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적법하지 않은(illegitimate) 자녀”라는 용어로 부르
며 차별하였지만, 그러나 현재 유럽 사회에서는 동거 커플과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를
차별하는 현상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 일 등 모든 면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
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성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물론 가치의 영역에서와 달
리 실제 사회에서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돌본다는 근대결혼의 성역할분업이 깨어지게 되었으며, 소위
커리어를 추구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사회가 도래하여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한 가
족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
게 만드는 수많은 가전제품과 공산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TV, 전화, 휴대폰, 컴퓨터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건이
되었다.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물건을 구매
하고 소비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소비를 하려면 구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
족생계부양자로 간주되었던 남자의 소득만으로는 보통 수준의 소비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여성도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이 높아졌으며 그와 함께 경제적 능력도 남성 못지않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눈부신 변화에 비할 때 남성들의 가치관 변화는 더딘 편이며, 이것은
결혼 생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남성들은 자신의 파트너인 여성이 밖에서 일
을 하고 돈을 벌어도 가사는 일차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사노동을 여성 배우자와 나누어 한다는 생각보다, 배우자의 책
임인 가사노동을 자신이 도와준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양은 여전히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하루 24시간 기계를 돌리
는 공장의 3교대 노동에 자신들의 노동을 비유한다. 밖에서 하는 노동은 1교대이고, 집에
돌아와서 하게 되는 가사노동은 2교대의 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여성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여성 자신도 배우자에 못지않은
바깥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가사의 부담이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주어
져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 남성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어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역할
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남성은 가사노동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남성의 입
장에서는 자신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음 날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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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결
혼생활에 불만이 늘고 있고, 특히 결혼생활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게 된다. 더
이상 게리 베커가 이야기하는 교환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남성이나 여
성 모두 결혼생활에서 얻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개인주
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결혼생활을 통해 얻는 것이 있어야 결혼생활을 영위할 당위성이 생
기는데, 결혼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손해라는 생각
이 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결혼생활이 불행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사회
적 터부와 차별, 그리고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고 살던
부부들이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자 불행한 결혼보다는 더 나은 행복
을 찾아 이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가 퍼지고 있다.
결혼한 부부의 50% 이상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혼할 정도로 이혼이 흔
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 있다. 이혼의 위
험성이 크다면 굳이 꼭 결혼을 해서 살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연령이 높아지며, 결혼을 하지 않고 대신 동거하면서 사는 비율이 늘어나
고, 통계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단 결혼하더라도 결혼
이 영속적이지 않고 수시로 해체된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결혼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
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결혼으로부터 도망” 혹은 ”결혼
의 쇠퇴“라고 표현하며 사회제도로서 결혼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든지 아니면 결혼은 더 이상 사회제도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두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
대에서 결혼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3. 결혼과 동거
결혼이라는 사회제도가 약화되면서 남녀가 함께 사는 방식으로 동거가 미국을 비롯한 서
구사회에서 급증하였다. 동거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또한 동거가 서구사
회의 발명품인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결혼할 형편이 안 되거나 생활비를 아낀다든지 등의 이유로 동거를 택해 함께 사
는 경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과거에 공단지역이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동거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남녀가 결
혼하지 않고 동거라는 방식으로 함께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볼
동거의 증가 현상은 미국 및 서구사회의 경험에 대한 것이다. 미국 및 서구사회의 경험이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미국 및 서구사회에서 이미 널리 받아
들여지는 동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 특히 프랑스 및 북유럽국가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가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결혼과 동거에 대한 관념은 미국과 유럽국가 사이에 크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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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쟁점은 동거가 결혼에 대한 하나의 대안인지, 아니면 결혼으로 이르는 전단계의 성
격을 갖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유럽에서는 동거를 결혼의 전단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남녀
가 함께 사는 방식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택해 함께 살 수도 있고, 동거를 통해 가족생활
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거는 결혼과 동등한 위상을 차지하면서 결혼의 대안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동거라는 방식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며
양육하는 비율 또한 매우 높다. 국가 또한 결혼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세제, 의료보험, 상속
등 모든 측면에서의 권리를 동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결혼과 동거의
차이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택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남녀가
궁극적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나 남녀가
꼭 결혼을 하고 살 필요가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결혼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생활을 영위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젊은이나 이혼을 한 성인들에게 동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
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결혼의 위험도 커지고 있고 예식부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사회에서
는 동거가 결혼의 대안이라기보다 결혼에 이르는 전 단계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
다. 약혼식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는데, 동거는 약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남성이 여성에
게 구애하는 기간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인에게 “동거하는 사람은 결혼한 기혼자
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질문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에 가깝다”는 응답이 더 많다. 때문에 동거는 결혼보다 훨씬 더 자주 해체되고 안정
성이 낮다. 결혼의 전 단계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식 결혼에 이르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두 남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사회에서 동거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국의 현 캐머런 총리도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거
및 결혼에 대한 인식은 미국과 유럽사회가 판이하게 다르다.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나고 결
혼이라는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도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인식은 사회마다 고유한
전통과 관습 등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과 가족
한국에서 결혼은 여전히 가족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가족생활이 유지되거나 동거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성인 남녀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결혼을 한다. 결혼이
나 동거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남녀가 함께 살
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배적인 가치와 태도에 저
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반화할 수 없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르뽀
수준의 기사들은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동거가 많이 퍼져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설혹 동거를 하더라도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 대신 동거를 택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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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히 드물다. 주위의 친한 친구나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지 몰라도 대부분 동거하는 남녀
는 자신들의 동거 사실을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한국사회에서는 아
직도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러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이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누구나 다 꼭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대신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라거나 결혼을 해도 꼭 출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결
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 사회조사에서 “꼭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줄
어들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
다. 또 “결혼한다고 해서 꼭 출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정말 한국인이 출산을 싫어하고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부정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단순히 생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
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거친 근본적인 문화 변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최근의 사회조사 결과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 가치나 태도의 변화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
인이라는, 즉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근거도 없다. 각종 사회조사에서 측정되는 결혼과 출
산에 관한 태도의 약화는 경제위기 속에서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의 수를 줄이는 시도와 동
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약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차원에서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가 명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우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약한 주장이다. 오히려 저출산에 관한 외
국의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든 것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자
녀의 수를 줄이고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각종 사회조사를 통해 결혼과 출산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인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본다.
한국인의 결혼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세에 근접해
있고,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9세에 근접해 있다. 평균 연령의 상승은 각 연령층에서 미
혼으로 남아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음 <표 1>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의 20년간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5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남자의 미혼율은 1985년에 50.7%에서 2005년에 81.8%로 크게 증
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에도 동일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1985년에 18.4%에서
2005년에는 59.1%로 크게 증가하였다. 30-34세 연령층에서 25-29세까지의 연령층보다는
작지만, 남자의 경우에 미혼율이 1985년에 9.4%의 한자리 수에서 2005년에는 41.3%로 비
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1985년에 미혼율이 4.2%였는데 2005년에는 19.0%
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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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 연령별 미혼율: 1985-2005
남자
1985

1990

1995

여자
2000

2005

1985

1990

1995

2000

2005

15-19

99.9

99.9

99.8

99.7

99.8

99.1

99.5

99.2

99.3

99.6

20-24

94.4

96.4

96.3

97.5

98.2

72.1

80.5

83.3

89.1

93.7

25-29

50.7

57.3

64.4

71.0

81.8

18.4

22.1

29.6

40.1

59.1

30-34

9.4

13.9

19.4

28.1

41.3

4.2

5.3

6.7

10.7

19.0

35-39

2.7

3.8

6.6

10.6

18.4

1.6

2.4

3.3

4.3

7.6

40-44

1.1

1.5

2.7

4.9

8.5

0.7

1.1

1.9

2.6

3.6

45-49

0.6

0.8

1.3

2.4

4.5

0.4

0.6

1.0

1.7

2.4

50-54

0.4

0.5

0.7

1.3

2.4

0.3

0.4

0.6

1.1

1.7

55-59

0.3

0.3

0.4

0.8

1.3

0.2

0.3

0.4

0.7

1.1

60-64

0.3

0.2

0.3

0.5

0.8

0.2

0.2

0.3

0.5

0.8

65-69

0.2

0.2

0.2

0.3

0.5

0.1

0.2

0.2

0.4

0.6

단위: 백분율
자료: 각년도 인구및주택총조사 자료

생애 미혼율은 남성의 경우 1985년에는 65-60세 연령층에서 0.2%였는데 2005년에는
0.5%로 소폭상승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에 0.1%에서 0.6%로 0.5%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를 보면 미혼율이 늘어나고 있어도 아직 한국 사회는 보편혼의 사회에 가깝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생애의 어느 시점에
서는 대개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혼율이 급증하고 평균 결혼연령이 증가하

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결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
을까? 그리고 그 결과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혼을 하기 싫거나 사회제도로서 결
혼을 거부하는 가치관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동과 함께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져 결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경제구조는 경제성
장이 이루어져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렵다. 경제성장은 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도 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경제의 특성이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1997년말 “IMF” 라고 통칭되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이 질
적인 변화를 하였다. 순식간에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학교를 졸업한 신규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졌고, 직장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었다. 과거에는 한번 취직하면 은퇴할 때까지 평생 일자리가 보
장되는 듯 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은 순식간에 사라지
고, 어느 때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불안정적이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
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추월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
리고, 첫 번째 얻은 직장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자신의 앞날을 자신
있게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적용된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과거에 비해 훨
씬 낮아진 셈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따라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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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뒤
떨어지지 않는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보다는 타격이 덜 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성들에게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의무와 같다면 여
성들에게는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남성들과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의무는 아
닐지 모른다.
청년실업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 모두 겪고 있는 심각
한 사회문제다. 서구에서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자녀 출산을 우선 순위로 두지 않
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경제적 기반
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을 하
기 싫다거나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결혼을 하고 싶고 출산
도 하고 싶고 일도 병행하고 싶지만 이 모든 것 하나 하나가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
황이기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줄어드는 것이다.
현대와 같은 소비사회에서는 한 사람만 벌어서는 원하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
평범한 가족이라면 부부가 함께 일해서 두 사람의 소득이 있어야만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의 성별분업의식과 성별 노동분업은 전통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음 <표 2>는 성별, 유급노동시간별 가사노동시간의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표에 제시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평일 만 20세부터 64세까지 학생이 아닌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유급시간별로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유급노동시간별 성별 가사노동시간: 1999-2009
1999

2004

200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혀 일하지 않음

81.4

400.7

79.3

382.9

100.2

381.4

1시간 미만

97.9

393.1

105.5

366.7

88.9

308.9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87.6

339.9

91.7

297.2

99.5

295.2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1.7

229.7

46.7

196.6

50.5

193.7

8시간 이상

17.6

111.4

19.3

99.5

21.7

99.4

단위: 분
자료: 각년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필자의 계산

<표 2>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남성은 여성과 동일한 시간의 유급노동을 하
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성별 노동분업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고 성평등 의식이 고양되었으며 공식부
문과 비공식부문에서 성차별이 많이 사라지고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
지만, 가족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이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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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여성에게 지워져 있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일하려는 열망이
강하거나 실제로 일하는 여성들이 선뜻 결혼을 결정하기 힘들고, 결혼을 해도 높은 주택비,
생활비, 자녀양육비의 문제가 겹쳐져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소결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수천년 동안 이어 온
사회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동거 등 새로운 삶의 양식이 출현
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동거는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 있으며, 동거에 대한 부정
적인 낙인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커플도 공개적으로 동거를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강한 사회제도의 하나로 존재
하고 있다. 가족도 여전히 결혼을 통해 형성되어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최근에
는 싱글맘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나타나는 등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결
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은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특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다. 더욱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유달리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 뿐 아니라 출산
과 양육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서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의식과 성별노동분업은 여성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
고 있다. 결혼할만한 상대 남성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상대를 찾더라도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한국사회에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와 규범으로 볼 때 사회제
도로서 결혼의 위상은 서구에서처럼 크게 약화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및 서구사회처럼 앞
으로 가까운 미래에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이 쉽게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청년들
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누구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집안에서나 집밖에서 모두 성평등하게 일을 나누
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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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기혼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가사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2.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통한 가족 내에서만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
통이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 이외의 방식으로 형성된 가족 내에
서 이루어진 출산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가?
♣ 용어
생애과정(life course), 생애사건, 생애주기(life cycle), 생애과정의 (비)표준화, 의무
교육, 후기산업사회, 동거, 교환행위, 피임, 성과 결혼의 분리, 소비사회, 가사노동,
가치관 변동, 경제구조의 변동, 노동시장 유연화,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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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족가치

1. 가족가치의 정의와 중요성
한 개인의 행위는 그가 지닌 가치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것
은 통계학적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있다”는 것은 행위가 가치나
태도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가치나 태도가 행위를 결정하는지 등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
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를 하고 안하고는 한 개인이 지닌 가치나 태도와 무관하지 않고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가 가치나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A라는 집단
에 속한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되고,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반면에 B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결혼 전에 성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어떤 연구자가 A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B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성관계 경험을 조사했더니 A라
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20%만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고, 반면에 B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80%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결과를 얻
었다고 하자. 이 두 집단에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0%와 80%로 차이
가 크게 나고 있다. 이 결과는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실제로도 결혼 전에 성관계의 경험을 지닌 비율이 매우 낮고, 결혼 전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제로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와 실제 성관계 경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
계학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 예로 든 바와 같이,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나 태도에 따라 실제로 결혼 전
에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가치나 태도와 실제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사회과학자들은 개인의 가치나 태도가 이처럼 실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안하고는 그 개인이 지닌 가치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까? 위의 예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
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강한 의식과 태도 때문에 실제로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면 우리는 가치나 태도와 실제 행위 사이에 단순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
고 말한다. 즉 개인이 지닌 가치나 태도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관
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가치와 태도 가운데 성, 결혼, 이혼, 동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넓은 의미
의 가족에 연관된 가치를 가족가치(family values)라고 부른다. 가족가치에 관심을 갖는 이
유 중 하나는 넓은 의미의 가족에 관한 가치나 태도에 따라 가족에 관한 행위에 차이가 나
고, 이는 개인이 지닌 가족가치가 가족에 관한 행위를 “결정”하거나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회과학자가 가족가치에 따라 가족에 관한 행위가 결
정된다는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가족가치와 가족에 관한 행위 사
이에 관계는 존재하지만 그 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학자는
오히려 행위가 가치나 태도를 강화시키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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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태도와 행위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때에 따라서는 둘 사이에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나 태도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여러 가치 가운데 가족가치는 특히 성행위, 결혼, 가족형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더 중요하다. 사회에 따라서는 가족가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쟁점
이 되기도 한다. 미국 사회에서는 가족가치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쟁점이다. 특히 미국
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족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쟁점이다. 1980년대에
고 레이건 대통령은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이를 대통령 선거의 쟁점
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미국의 전통가족이
며, 이런 가족을 이상으로 하는 가치가 미국이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적인 가족가치라
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호응하는 미국인들은 주로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고 소위 전
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은 시대가 변화하면 가족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여성 혼자 가구주가 되어 가족을 이끌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식의 진보적인 입장의
가족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였을 때 CBS의 인기가 높았던 코미디인
<머피 브라운(Murphy Brown)>의 주인공이 극중에서 미혼 여성인데 임신하여 출산을 하는
상황이 방송되고 있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댄 퀘일은 이 인기 드라마를 이용하여 극중에
서 미혼인데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이 미국의 “아름답고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족가치를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시도하였었
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가족가치가 중요한 대통령 선거 쟁점이 되는 듯하였지
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공화당이 가족가치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세력을 결집
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었다.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 가족가치는 매우 중용한 정치적
쟁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가족가치 가운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낙태에 관한 태도이
다.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태아가 생명체임을 떠나서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낙태에 관한 서로 다른 태
도는 단순히 가족가치를 넘어서 “생명존중(pro-life)” 가치와 “선택존중(pro-choice)” 가치
로 나뉘고, 일상생활에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은 자신이 낙태에 관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지지자를 모은다.
미국의 대법관 등 중요한 선출직 인사도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가족가치 가운데 하나인 낙태에 관한 가치는 단순한 가족가치가 아닌, 핵심적인 정치적인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처럼 가족가치가 사회적, 정치적인 쟁점으로 대
두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낙태의 경우 법으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엄격
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의 낙태, 정확히 표현하면
임신중절수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 가톨릭 신자인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반대하고 나서고, 저출산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낙태
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뜻을 밝히면서 낙태가 한국사회에서도 새롭게 논쟁거리로 등장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기독교신자나 가톨릭 신자, 불교신자, 무종교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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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즉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종교가 없
는 사람 사이에 낙태에 대한 태도나 실제 행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미국사회처럼 낙태와
같은 가족가치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봉착하고 일부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약화를 지적하자, 가족가치는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먼저 가치나 태도가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행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서 출발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은 결혼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약화되어 젊은이들의 결혼이 줄어들고, 결혼이 줄어들면서 출산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혼
을 한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여 출산을 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수의 자녀만
출산하여 저출산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변화한 가치와 태도가 결혼과 출산
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논쟁적이다. 무엇보다도 약화된 가족가치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결혼과 출
산을 포함하는 가족가치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에 관한 논쟁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사회조사나 의식조사, 또는 출산력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인의 가족가치가 과거와 달리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
는 방향으로 약화되고 있고, 약화된 가족가치가 결혼과 출산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논쟁점이 되고 있다.
변화하는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 혹은 태도가 현재의 저출산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인
지에 관한 검증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사회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한국사회에서도
가족가치는 새삼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2. 가족가치에 관한 이론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등에 관한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제 우리는
가족가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족가치가 약화되었다는 것의 의
미가 무엇인지 가치관의 변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보자.
2-1. 제2의 인구학적 변천
전통사회에서는 출산력 수준이 높았고, 사망력 수준 또한 매우 높았다. 매 해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가 많았지만, 식량이 부족하거나 질병, 전염병 또는 전쟁 등의 이유로 어린 나
이부터 사망하는 수가 많았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농
업생산력이 향상하여 식량이 증가하고 의학지식과 기술의 발달하자 사망력이 낮아지기 시작
했다. 전통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도 성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는 자녀가 적었고 자
녀는 농업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생기는 대로 낳았지만, 산업사회 중
심의 근대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망력이 낮아지고 많은 수의 자녀가 필요 없게 되자 사람들은
자녀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출산력 수준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유럽의 경우 19
세기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사망력 수준과 출산력 수준이 매우 낮아졌다. 이처럼 농업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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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높은 출산력과 사망력에서 낮은 출산력과
사망력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을 제1차 인구학적 변천(The First Demographic Transition)
이라고 한다.
인구학자들은 출산력과 사망력 수준이 일정한 정도로 낮아지면 더 이상 출산력 수준이
내려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자녀의 양보다 질이 더 중
요한 시대가 되면서 20세기 후반기에는 결혼, 이혼, 동거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
다. 무엇보다도 계몽주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속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결과 인간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린 자녀를
전적으로 부모가 양육하고, 성인이 된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
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소위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제도가 만들어지고,
성인 자녀가 일해서 낸 세금과 연금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체계가 성
립하였다. 그 결과가 개인은 가족에 얽매이는 일에서 점차 해방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개인
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가치와 사고방식은 개인이 자율적인 주체로 성장하
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는 개인주의화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200여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근대
사회는 전통사회와는 전혀 다른 문화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 혹은 집단과
의 관계,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변화를 우리는 문화변동
(cultural change 또는 culture shift)이라고 부른다. 신 중심으로 사고하는 중세의 전통사회
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특히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큰 문화
변동이 오랜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화변동의 흐름 속에서 유럽사회는 1960년대부터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먹는 피임약이 발명, 보급되어 성관계를 갖더라도 임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남녀의 성관계에는 임신이 뒤따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성은 결혼을 통해 규율되었었지만, 먹는 피임약을 비롯한 피임의 발달은 성이 결혼과 연계
될 필요를 사라지게 하였다. 성이 결혼과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의 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직업이 많아지고, 자녀
를 충분히 교육시켜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측면
에서는 더 이상 효용성을 갖지 못했다. 남녀 관계에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자신을 주장
하고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면서 개인을 규율하는 제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점차 중요
해졌다. 그 결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최대한 추구
할 수 있다면 결혼과 상관없이 남녀가 자유롭게 함께 사는 것도 충분히 용인하게 되었다.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는 점차 약화되어 갔다. 반면에 동거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결혼
을 하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줄어든다면 굳이 불행한 결혼을 지속할 필요가 없
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혼도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이혼을 하였더라도 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결혼하거나 새로운 삶의 파트너와 함
께 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출산력과 사망력이 낮은 수준에 이른 첫 번째 인구학적 변천과 전혀 다른 현
상이 성, 결혼, 동거, 이혼, 재혼 등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이는 비단 행위만의 변화가 아니
라 한 개인의 가치, 태도, 의식, 신념의 변화까지 수반한 것이었으며, 결국 출산력 수준을
인구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까지 계속해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출산력과 사망력이 낮은 수준으로 전환된 제1차 인구학적 변천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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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혼, 이혼, 동거 등 넒은 의미의 가족에 관한 행위과 가치의 변화를 제2차 인구학적 변
천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라고 부른다. 제2차 인구학적 변천이 가능했
던 것은 유럽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친 철학, 신념, 제도, 기술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다. 즉 20세기 후반 이후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과 같은 성, 결혼, 가족에 관한 새로운
행위와 가치가 나타나게 된 것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의 장기적 변동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라 하겠다.
2-2. 잉글하트의 문화변동 이론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는 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1980년대부
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방대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그는 농업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변화해나가면서 각각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설명한다.
잉글하트의 가치관변동에 관한 설명은 일차적으로는 칼 마르크스의 상부구조-하부구조
이론이나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과 유사하다. 잉글하트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근대화론의 연
장선에서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된 사회로의 전환은 인간의 가치관을 포함한 문화변동을 수
반한다’는 설명을 전개한다. 마르크스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하부구조의 변동이 인간의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상부구조의 변동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나 매슬로우의 ‘인간이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해결되면 점차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갈망한다’는 입
장과 유사하게 잉글하트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인간의 가치관도 변화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잉글하트에 따르면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경제발전이 낮은 수준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지닌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안보 등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중시하는 가치
관을 선호한다. 그러다 산업화 사회가 되어 빈곤과 물질적 결핍상태에서 해방되면 사람들은
탈물질적인 가치관을 선호하게 된다. 개인의 의사 표현이 중시되고, 성장보다는 분배, 발전
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한다. 즉 잉글하트의 이론에서 가치관변동의
방향은 사회가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경제성장을 거친 산업사회로 변모하면 인간의 가
치관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변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잉글하트는 최근에 좀더 정교한 가치관변동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회의
변동을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변동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의 변동에 따라 가치관변동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
다. 먼저 농경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면 인간의 가치관은 종교나 인습이 강
한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세속화되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모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은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독립성과 자기결정권
보다 복종과 종교적 믿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낙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우리 나라의 자존심에 깊은 관심이 있다/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등의 진술에 찬성하면 전
통적인 가치가 강한 것이고, 반대하면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한
다.
그 다음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 인간의 가치관은 생존을 중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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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모한
다고 주장한다. 생존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에서 개인을 주장하고 표현하는 가치관으로 변
동을 측정할 때는 “나는 자기 표현이나 삶의 질보다도 경제 및 물리적 안전을 더 우선시한
다/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동성애는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청원하는 일에 참
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믿는데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등의 진술
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존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과 자기결정권과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구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해 온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잉글하트는 세계 70여개 이
상의 국가에서 농업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사
회가 변모할 때 인간의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에서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로, 생존을 중
심으로 하는 가치에서 자기결정과 표현을 중시하는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잉글하트의 최근의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장이 있다. 잉글하트는 일반
적인 근대화론자와 마찬가지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결정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종교의 영향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즉 종교
대신 교육수준의 영향이 높아지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합리적인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얻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종교의 영향은 후기산업사회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치나
태도, 의식에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일반화하는 한편으로 종교나 문화에 따른 가치관지도를 그려보고 있
는데, 이 가치관지도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등 유교권으로 분류되고, 한국인의 가치관
은 한국사회가 농경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변모해
나갈 때 경험하는 일반적인 가치관변동의 길을 밟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지속
되어온 유교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2-3. 가치관 변동의 함의
유럽의 인구학자들이 주창한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과 잉글하트가 중심이 되어 주창해
온 가치관 변동 이론은 한국의 가족가치 변동에도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가족에 관한 가치도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가졌던 가치에서 산업사회 혹은 후
기산업사회에 걸맞는 가족가치로 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잉글하트
가 새롭게 주장하듯이, 한국인의 가족가치는 일반적인 유럽 등 선진국가가 경험한 가족가치
의 변동의 길을 따르면서도 한국인의 심성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유교적 가치, 유교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아울러 가치관 변동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변동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2
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에 따른 성, 결혼, 출산 등에 관한 가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학자들은
최근 200여년에 걸친 장기적 변동의 결과 문화변동(culture shift)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
한다. 잉글하트는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가치관변동에 관한 연구를 30여년 이상 지속하면
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가치관변동 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가 물려받은 전통, 문화, 역사의 영향이 현재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설명은 가치관 변동이 단기간에 쉽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유럽 및
미국에서 일어난 가치관 변동이 결국 가족과 집단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집단적 가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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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인 가치로,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규율과 제약에서 해방을 지향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지는 가치관의 변동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변동도 이처
럼 근본적인 문화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한 문화적 변동이 개개인의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유럽의 문화변동이 시사하듯이 수백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
이다. 가치관의 변동은 그 자체가 한 사회의 문화변동이고, 문화변동은 한 사회의 전통, 역
사, 관습 등이 어우러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태도는 시기적인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
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자. 1993년에 북한이 식량난에 봉착하여 아사자가 속출했을 때는
경계나 적대대상이라기 보다는 지원대상이라는 태도를 많이 보였다.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협력대상이라는 태도를 많이 보이다가도,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 미사일실
험 등을 하게 되면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북한은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이라고 태도를 바꾼
다. 마찬가지로 성, 결혼, 출산 등에 관한 우리의 가치는 매우 전통적이어서 변화하기 힘들
지만, 이에 대한 태도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에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관 변동이나 한국사회에서 문화변동이 일어난 결
과라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시기적 영향(perido effect)을 반영하는 태도의 변화
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해 있고, 저출산의 원인의 하나는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관의 변동
은 근본적인 문화변동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결혼, 출산, 가족에 관한 우리의 가치관 혹은
문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약해진 것 같이 보
이는 현재의 결혼, 출산 등에 관한 태도의 변화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
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수세적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아시아적 가족 가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서구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
하자, 그 성공 비결을 동아시아가 공유한 유교 및 유교적 가치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
다. 특히 싱가포르의 수상을 지낸 리콴유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
의 성공적인 근대화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시아적 가
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약간 모호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가 격찬하는 근대화
와 산업화 및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룩했던 방식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고유한 방식과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근대화에 임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이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은 어느 사회나 받아들여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인권을 억압하는 동아시아의 여러 정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
판을 받은 바 있다.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이 타당한지, 그리고 정말 “아시아적 가치”가
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가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룬 비결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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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면서도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이 유교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인도계, 말
레이계 등이 함께 사는 다인종국가이다. 싱가포르 국민 가운데는 유교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많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 내용이 유교에서 왔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는 실제로는 매우 유교적이고, 특히 가족 중심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적 가치”는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아시아적 가족가치”로 보일 수 있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아시아 사회의 특성 중 하나는 매우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문화가
독특하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모두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 성원들 간에 애정이 넘치겠지
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특히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에는 위계질서가 있으며 남녀가 동등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는 등의 유교
의 가르침에 따른 가족이 매우 특징적으로 부각된다. 2006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나라에서 공통적인 설문항을 가지고 가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중 가족가치
에 관한 문항들을 주성분분석이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일본, 대
만 사회에 공통적인 가족가치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추출되었다.
1.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
2.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3.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4.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둘 다 도움이 필요할 때 친정보다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5.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대만 사회의 공통적인 가족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놀랍게도
매우 유교적인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
아야 한다든지,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는 언제든지 존중되어야 한다든지, 여성의 경우에 친
정보다 시집을 우선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성보다 남성이 상위에 있다는 생각이나, 개인보다
는 가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 일본, 대만 사회에서 공통적인 특성으로
추출되었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가족가치가 서구화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
로 과거 전통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의 영향을 많이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가 20세기에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었
다 할지라도 이들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심성에 심어져 있는 과거 전통문화의 영향이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후기산업사회이고, 잉글하트의 가치관변동 이론에 따르면 개
인의 표현이 중시되는 가치관이 중심적인 가치관이 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잉글하트도 인정
했듯이 세계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족가치에는 다른 가치에 비해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과 관
습, 문화의 영향이 깊이 남아 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 사회조사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관
한 의식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의미의 가치관변동
이나 문화변동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설혼 결혼이나 출산 등에 관한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해도, 만혼이나 저출산이 이런
가치의 변동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혼이나 출산의 가치나 태도가 약화되어서 저출산이 초래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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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사회적으로 저출산을 경험하면서 꼭 결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자녀
를 많이 낳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의 방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치
나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의 변화가 가치나 태도
의 변화를 낳을 수도 있어서 인과관계가 뒤바뀌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족가치는 매우 전
통적이고 매우 유교적인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발견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미
외국에서 오랫동안 가치관변동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확인했듯이, 가치관변동은 문화
변동으로 어느 사회에서든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세속적인 가
치관, 생존을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동이 일어난다 해
도 각 사회는 고유한 전통과 관습, 역사와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유교라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에 관한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족가치가 변하
고 있고,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사
회의 성, 결혼, 가족에 관한 가치는 서구의 후기산업사회에서 발견되는 가족가치와는 본질
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4. 한국의 가족가치
그렇다면 한국인의 결혼, 이혼, 동거 등에 관한 가족가치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2002년에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에 관한 공통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의 경
우 2003년과 2006년에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실시하면
서 『국제사회조사』의 공통문항을 이용했다. 이 절에서는 2003년과 2006년 『한국종합사
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이혼, 동거 등에 관한 한국인의 가족가치를 외국과 비교하
면서 한국의 가족가치의 특성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다음 <그림 1>은 결혼에 관한 가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당
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만약 결혼이라는 사회제도가 약화되고 결혼대신에 동거라는 방식으로 함께 사
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
다”라는 진술은 결혼을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누구나 결혼하는 것을 당
연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진술이다. 이 진술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1. 매
우 반대, 2. 약간 반대, 3. 중간, 4. 약간 찬성, 5. 매우 찬성”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진
술에 대한 응답의 값이 높을수록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태도가 강하다고 이해
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이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의 99% 신뢰구간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을 포
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약 1,000명 내외의
표본을 뽑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표본조사를 통해 한 국가의 국민들이 지닌 가족가치를
측정할 때는 각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으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든지 약간의 오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계학적 분석에서는 표본조사에서 얻은 평균값이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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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진술에 대한 99% 신뢰구간

자료: 2003,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외국은 2002 국제사회조사(ISSP)

있는 오차의 범위를 고려한 구간을 구해 이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겹치면 국가 간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림 1>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결혼에 관한 가치는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세
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전통적이다.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도 더
전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 혹은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걱
정이지만, 실제로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여전히 가장 전
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거가 보편적인 북유럽사회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인
은 누구나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다음 <그림 2>는 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을 할 의향이 없이 남
녀가 함께 살아도 괜찮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통해 우리는 동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
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은 동거에 대해 매우 부
정적이다.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
다. 반면에 스웨덴, 프랑스 및 유럽의 국가들은 동거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가톨릭이 주된 종교이고 한국과 비교하면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은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치관변동 이론을 주창한 잉글하트
의 논의가 한국 사회와 필리핀 사회에 적용된다면 필리핀보다 사회경제적 발전을 크게 이룩
한 한국사회에서 가치관의 변동이 더 크게 일어났을 것이고 가족가치도 필리핀과는 비교가
안 되게 변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동거에 대한 태도는 필리핀인의
동거에 대한 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적이다. 이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여전히 한
국의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표현
하면 아직 한국인의 가족가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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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결혼할 의사가 없이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진술에 대한 99% 신뢰구간

자료: 2003,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외국은 2002 국제사회조사(ISSP)

마지막으로 <그림 3>은 이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이혼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혼을 바람직스럽게 보고 있지 않다. <그림 3>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다른 외국에 비해 부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도 이혼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 외의 국가에서는 이혼에 대
한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즉 부부가 살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이혼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림3>은 한국인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이나
동거에서처럼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는 아니라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보수적이고 전
통적인 태도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결혼, 동거, 이혼 등에 대한 태도의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가족가치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출산력조사 및 사회통계조사 등에 따를 때, 과거에 비해 한국인의 결혼 및 출
산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제비교를 통해 검증해 본 결과 한국인의 가족가치는 결혼, 출산
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 가중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며,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의 현실 속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일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쉽게 결혼하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할 때 결혼 및 출산의향을
물어보는 조사를 실시하면 긍정적인 응답을 얻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응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고 이는 저출
산을 낳는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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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부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의 99% 신뢰구간

자료: 2003,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외국은 2002 국제사회조사(ISSP)

5. 가족가치, 태도 및 행위와의 관계
여러 번 반복했듯이, 이 시기에 가족가치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족가치나 태도가
성, 결혼, 가족 등의 행위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족가치나 태도가 결혼이나 출산 등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오늘
날 저출산을 낳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족가치나 태도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및 태도와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자
마다 의견이 다르다. 단순히 상관관계 정도만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하면, 가치나
태도가 행위를 결정하는 방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반면에 행위가
먼저 변하고 변화한 행위가 가치나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인과관계와 반대
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아직도 가치 및 태도와 행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이 절에서는 오늘날 논쟁의 핵
심이 되고 있는, 가족가치나 태도의 변화가 가족에 관한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
하는 하나의 예를 기존연구를 인용하여 보여주려고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야마구치 가즈오는 일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여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일본 저출산의 원인의 하나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집중적
으로 연구하고 있다. 2010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야마구치 가즈오 교수의 일본어판 연
구서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가즈오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을 설명하고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을 문화가치관 변형 이론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에서 주장된 가치관변동이 저출산의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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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가즈오는 우선 “일정한 시점에서 비전통적 가치관이 동거나 저출산과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치관 변동이 저출산화 경향을 낳았다는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는 오히려 역인과관계일 수도 있다고 주장
한다. 즉 가치관변동이 저출산을 낳은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형은 오히려 사회제도 변화
에 적응하는 형태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족생활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
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가즈오는 이러한 연관성이 의사상관관계(pseudo-correlation)에 불과한 것일 수
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상관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즈오에 따르면, 일군의 미국학자들이 일본의 현
상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 성역할분업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의 변화에 수반된 저출산화 현상 이후에 일어났지, 저출산화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저출산화가 비교적 빨리 일어났었고, 그래서 변화의 시점의
선후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치나 태도가 저출산이라는 행위보다 나중에 변해
역인과관계가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본의 대표적인 인구
학자인 아토는 제2의 인구학적 변천 이론에서 주장하는 가치관변동이 행위의 변화를 낳았
다는 인과관계가 일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2의 인구
학적 변천 이론의 핵심은 개인주의화 혹은 개인 중심의 생각이 지배적인 가치나 태도가 되
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개인중심적인 가치나 태도가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
2의 인구학적 변천 이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가치관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치관변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결과 저출산이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 아토
의 주장이며, 가즈오는 이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야마구치 가즈오의 분석과 인용은 가치관변동이 저출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일본사회에
적용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이 가치관변동의 원인이 되는 역인과관계가 더 맞
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 및 여러 가족에 관한 현상이 우리나라
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야마구치
가즈오의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가치 및 태도와 행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이다. 단순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사회에
서 근본적인 가치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또 설혹 가치관변동이 일어난
다고 해도 다른 동아시아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가치관 변동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여러 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족에 관한 가치 및 태도의 약화 현상을 곧바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연결하는 비과학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가치관변동 이론의 의미를 제대로 이
해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치관변동과 저출산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정
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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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최근 언론은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가치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에 대한 태도 변
화를 자주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가족가치관 조사결
과를 인용하고 있다. 관련 조사결과를 직접 찾아보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
는 바가 무엇인지 본문에 소개된 야마구치 카즈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해석해
보자.
2. 2009년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에 대한 논쟁이 달아올랐던 적이 있다. 보통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생명존중(pro-life)을,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선택존중
(pro-choice)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다. 생명존중과 선택존중으로
패널을 나누어 낙태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
♣ 용어
가족가치, 가족규범, 만혼, 저출산, 낙태, 이상자녀수, 실제자녀수, 자녀의 의미, 인
구학적 변천, 문화변동, 잉글하트,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종교, 유교
적 가치,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야마구치 카즈오, 역
인과관계, 의사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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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제결혼과 다문화사회
김두섭 (한양대학교)

I. 국제결혼의 증가와 주요 원인

1. 국제결혼의 증가추세
교통,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본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아울러 국경을 넘
어 이루어지는 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와 서유럽 일부 국가로
의 혼인이주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결혼과정, 이주 후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주요한 학문적, 사회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출산력의 급속한 저하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와 노동력의 잠재적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혼
인이주자를 유입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외국인과의 결혼이 문
화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한국에 주둔하던 미국 군인과 결혼한 경우를 비롯하여 한국 여
성들의 해외혼인이주가 일정한 규모로 지속되었으나,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는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외국인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일본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의 혼인이주가 이루어졌으나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계기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
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친척방문과 문화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한
국 농촌으로 조선족 여성들의 대규모 혼인이주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교통,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 1990년대 진입 이후 국제인력교류가 확대된 것도 국제결혼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체류기간이 길어
지면서, 이들과의 결혼 또는 이들을 연결망으로 활용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1>은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신고한 건수는 1990-2009년의 기간에 총 38.2만 건으로 집계되며, 이
는 같은 기간 전체 혼인 718만 건의 5.3%에 해당된다. 한국인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에 4.2만 건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2009년에는 3.3만 건으로 기록되었다. 정점에 도달
하였던 2005년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에 비해 9.0배, 그리고 2000년에 비해서도 3.6배
로 증가한 수준이다(통계청, 2010b).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겪으
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외국인 배우자의 출
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확산되면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속도로 증가

<그림 1-1> 한국인 국제결혼의 추이, 199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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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국제결혼 건수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된 것은 중국 조선족에 대해 방문취
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중국 조선족이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과 2009년의 국제결혼 건수는 해당 연도 전체 결혼의 각각
13.5%와 10.8%에 해당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특이한 혼인행위로 간
주되지 않으며, 다양한 혼인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화의 거
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더욱 가
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
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은,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증가
의 폭이 현저하게 빠르다.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2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여자의 국제
결혼보다 현저하게 적었으나, 1995년부터 대폭 역전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에 있다. 참고로, 2009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2.5만 건으로 같은 해 전체
국제결혼의 75.5%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의 구성률은 1990년
86.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과 2009년에는 각각 40.2%와 24.5%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통계청, 2010b).
<그림 1-2>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의 주요 출신국가별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국가는 2009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국적 여자의 결혼은 1990-2009년의 기간 동안 16.1만 건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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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주요 출신국가별 추이, 199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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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2005년 20,582건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
계청, 2010b).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으로 혼인이주한 중국국적의 여자는 연변을 포
함한 만주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조선족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한족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아울러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국적이 동남아시아 및 중앙
아시아 국가들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여자와의 결혼은 2000
년 77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10,12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
째가 되었다. 캄보디아 여자와의 결혼이 2006년 394건에서 2007년 1,804건으로 증가하여
세 번째가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여자와의 결혼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이러한 결혼의 대부분이 결혼중개업자의 대단위 알선에 의해서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국적은 2009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
(11,364명), 다음으로 베트남(7,249명), 필리핀(1,643명), 일본(1,140명), 캄보디아(851명),
태국(496명), 미국(416명), 몽골(386명)의 순서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b).
1-2.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의 건수는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에 비해 현재 그 사례수가 현저하
게 작다. 그리고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증가의 폭이 완만하
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1991년에 이르기까지는 한국 여
자의 국제결혼이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
로, 2009년에 신고된 국제결혼 33,300건 중에서 외국 여자와의 결혼은 25,142건이었고 외

- 154 -

<그림 1-3> 외국인 남자배우자의 주요 출신국가별 추이, 1990-2009
명

6,000
중국
일본
미국

5,000

캐나다
영국
4,000

호주
독일
파키스탄

3,000

2,000

1,000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국 남자와의 결혼은 8,158건이었다(통계청, 2010b).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0-2009년의 기간 동안 11.3만 건이 신고 되었
으며, 2005년 11,637건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러
나 2009년에는 중국 남자와의 혼인 증가로 2008년보다 117건이 증가한 8,158건으로 집계
되었다. 외국인 남자배우자의 출신국적 역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혼인신고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2,617명), 일본(2,422명), 미국(1,312명),
캐나다(332명)의 순이었으며, 이들 네 국가가 전체의 81.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 빈도는 2003년까지 일본이 가장 많았으나 2004년에 이르러 중
국에 역전되었다(통계청, 2010b). <그림 1-3>을 보면, 미국인 남편의 빈도가 1990년대 초
반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 또한 외국인 아내의 절
대 다수가 중국,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인데 비해, 외국인 남편은 일본, 미국, 캐나
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 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2. 혼인이주자의 지역적 분포
국제결혼 부부들은 대체로 절반 이상이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김두섭, 2006; 김두섭 외, 2008; 보건복지부 외, 2010). 이는 국제결혼이 초기와는 달
리 농촌의 노총각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으로 이미
7) 통계청은 2000년 이후 자료부터 외국영사관에 신고 된 국제결혼을 제외하여 발표하고 있다. 미국인 남편의
빈도가 199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은 이러한 집계기준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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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행정구역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및 비중: 2009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 여자와의 혼인

외국 남자와의 혼인

시도

총혼인건수
(A)

전 국1)

309,759

33,300

10.8

25,142

8.1

8,158

2.6

읍 부

25,849

2,946

11.4

2,555

9.9

391

1.5

면 부

27,069

4,630

17.1

4,284

15.8

346

1.3

동 부

248,050

23,798

9.6

17,846

7.2

5,952

2.4

서울

68,841

7,424

10.8

4,936

7.2

2,488

3.6

부산

18,614

1,618

8.7

1,233

6.6

385

2.1

대구

12,844

950

7.4

753

5.9

197

1.5

인천

16,643

1,783

10.7

1,442

8.7

341

2.0

광주

8,088

662

8.2

563

7.0

99

1.2

대전

8,885

804

9.0

693

7.8

111

1.2

울산

7,267

518

7.1

455

6.3

63

0.9

경기

73,403

7,946

10.8

6,019

8.2

1,927

2.6

강원

8,081

901

11.1

779

9.6

122

1.5

충북

8,666

856

9.9

746

8.6

110

1.3

충남

12,708

1,577

12.4

1,382

10.9

195

1.5

전북

9,606

1,252

13.0

1,141

11.9

111

1.2

전남

10,051

1,431

14.2

1,337

13.3

94

0.9

경북

14,499

1,363

9.4

1,221

8.4

142

1.0

경남

19,494

1,897

9.7

1,658

8.5

239

1.2

제주

3,279

392

12.0

327

10.0

65

2.0

국 외

8,791

1,926

21.9

457

5.2

1,469

16.7

건수(B)

%(B/A)

건수(C)

%(C/A)

건수(D)

%(D/A)

주: 1) 국외 영사관에 신고 된 결혼 포함.
자료: 통계청(2010a).

광범하게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제결혼 부부들의 거주지는 외국인 배우자의 성과 출신국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
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출신의 남
편들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거주
자가 많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부터 아내를 맞은 한국인 남편들은 농어
업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 부부들은 과반수가 농촌지
역에 거주하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중국 출신의 조
선족 여자와 1990년대 중반 이전에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종
사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후 서비스와 판매직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편들이 많아지
고, 한족 여자배우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한국인과 중국인 부부들의 도시 거주 비중
이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표 1-1>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건수와 국제결혼의 비중이 행정구역별로 제시되
어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의 건수는 동(도시) 지역이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외국
인 배우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그러하다. 통계청(2010b)의 2009년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혼인 33,300건 중에서 71.5%에 해당하는 23,798건이 동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면 지역이 4,284건으로 읍 지역의 2,555건보다 현저하게 많으나, 외
국 남자와의 혼인은 각각 346건과 391건으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전체 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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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군·구 지역별 외국 여자와의 혼인의 비중: 2009

자료: 통계청(2010a)

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면 지역에서 점유
율이 높고, 외국 남자와의 혼인은 동 지역에서 높다(통계청, 2010a).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시·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인과의 혼인의 51.5%
에 해당하는 17,153건이 서울·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부
산 대도시권(부산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을 합치면 그 비중이 62.1%에 달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019건이 이루
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4,936건, 경상남도 1,658건, 인천 1,442건의 순이다. 외국 남
자와의 혼인은 서울이 2,48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927건이다.
그러나 전체 혼인 건수에 대한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외
국 여자와의 혼인의 점유율은 전라남도 지역이 1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
(11.9%), 충청남도(10.9%), 제주도(10.0%)의 순이다. 외국 여자와의 혼인 점유율은 대구
(5.9%), 울산(6.3%), 부산(6.6%)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 남자와의 혼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3.6%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2010a).8)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시·군·구별로 보면 그 편차의 폭이 더욱 두드
러진다. 지난 2009년 혼인신고자료에서 전체 혼인에 대한 외국 여자와의 혼인 점유율이
20%를 넘는 시·군·구는 17개였다. 전라남도 구례군이 32.4%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청양
군(28.8%), 충청남도 부여군(25.8%), 전라남도 강진군(25.6%), 전라남도 보성군(24.8%), 그
8) <표 1-1>을 보면, 국외 영사관에 신고 된 혼인 8,791건 중에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혼인이 차지하
는 비중이 16.7%(1,469건)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므로 거
주지 분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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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농촌과 도시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의 비중: 2008, 2009
혼인건수
(A)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건수(B)

구성비
(B/A)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건수(C)

구성비
(C/A)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건수(D)

구성비
(D/C)

2008
도시 (동)
농촌 (읍 ․ 면)
합계

262,357

19,893

7.6

1,499

0.6

434

29.0

57,035

7,853

13.8

4,959

8.7

2,038

41.1

327,715

28,163

8.6

6,459

2.0

2,472

38.3

248,050

17,846

7.2

1,295

0.5

307

23.7

52,919

6,839

12.9

4,341

8.2

1,679

38.7

309,759

25,142

8.1

5,640

1.8

1,987

35.2

2009
도시 (동)
농촌 (읍 ․ 면)
합계
자료: 통계청(2010b)

리고 전라북도 진안군(24.0%)의 순이었다(통계청, 2010a).
<그림 1-4>는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 전체 혼인 건수에 대해 차지하는 점유율을 각 시·
군·구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진하게 음영처리된 지역일수록 혼인 점유율이 높은
지역이며, 밝은 색일수록 혼인 점유율이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는 전라남도, 전
라북도, 충청남도의 해안지역과 강원도의 산간지역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
군·구들에서 외국 여자와의 혼인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 및 주변지역
과 경상남도 해안지역에서는 외국 여자와의 혼인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농촌지역에서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촌사
회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결혼이주 여성의 절대다수가 수도
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인구 대비 구성비는 농촌지역이 월등하게 높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이농현상과 젊은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로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에 시달리던 농촌지역사회가 혼인이주 여성들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에 결혼을 신고한 농림어업종사 남자는 5,640명이
며, 그 중 35.2%에 해당하는 1,987명이 외국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는 2008년보다 3.1%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농촌지역의 읍·면부로 한정하면 외국 여자와의 결혼 비중은
38.7%가 된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2009년에 결혼한 외국 여자의 출신국적
은 베트남 46.9%, 중국 26.3%, 캄보디아 10.3%의 순이었다.

3. 국제결혼 증가의 배경과 설명틀
배우자의 결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
가추세는 상당 부분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는 결
국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래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5>는 혼
인적령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한 주요 사회구조적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즉 인구의 성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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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제결혼 증가의 배경과 설명틀

성/연령 구성의 변화
∘
∘
∘
∘

출산력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별 차별사망력
농촌-도시 인구이동

혼인력의 변화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

∘
∘
∘
∘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혼인형태 다양화
국제결혼 증가

가치관의 변화
∘ 양성평등관념 확산
∘ 세계화

령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성 및 연령의 구
성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
의 상승, 성별 차별사망력, 성 선택적 농촌-도시 인구이동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
를 통해 국제결혼의 증가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의 역할이 강
조되었다.9)
3-1. 인구의 성 및 연령구성의 변화

출산력의 지속적 저하
한국의 출산력변천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다른 사회에서 비슷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 이하로 낮아진 1980
년대 중반 이후에도 급격한 저하는 지속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세계적
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로 집계되었다.
출산수준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 연도별 출생코호트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예를 들
어, 1980년의 출생아수는 86.3만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그의 51.6%에 불과한 44.5만 명
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10a).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자신보다 3-4
년 아래의 여자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산력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저하는
해당 출생코호트가 혼인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작아져 불균형을 초
래하게 된다.

출생성비의 상승
혼인적령인구의 남녀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출생성비의 상승을 지적할
9) 이 절의 논의는 김두섭(2006)을 토대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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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국에서는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남아를 선
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아의 성을 판별하는 의료장비와 기술
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남아의 선별출산과 여아의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
가 매우 높아졌다. 출생성비는 1993년과 1994년에는 115를 상회하는 최고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적극적인 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의 억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여
성지위의 향상에 힘입어 출생성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7년 이후에는 정상 성비라
할 수 있는 107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Kim, 2004; 통계청, 2010a).
다른 국가로부터 인구이동을 통해 여자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출생성비가 일정 기간
높게 유지되면 혼인적령기에 도달하는 남자인구의 규모는 여자인구보다 현저하게 커지게 된
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초혼연령을 각각 26-30세와 24-28세로 가정할 때, 1995년에
101.9로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던 혼인적령인구의 성비가 2000년에는 110.5로 높아졌
으며,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116.7과 112.5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된다(통계청,
2010a). 이처럼 혼인적령기의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미혼율이 높아
지는 등의 혼인력 변화가 불가피해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선택에 불리한 사회경제
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독신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결혼의 증가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혼인형태 다양화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별 차별사망력
일반적으로 남자의 사망력 수준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 사망력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의료환경이 열악하거나 남아에 대한 선호가 강한 일부 지역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수준의 사망력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관찰된다. 이론적으로, 남
녀 사망력의 편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혼인적령인구의 남녀 균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꾸준히 저하
되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의 기간에 세계적
으로 가장 낮은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의 기대수명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
도로 증가하여 2008년 각각 76.5세와 83.3세로 늘어났다(통계청, 2010a). 그리고 사망력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과정에서 사망률의 남녀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
다.10) 따라서 남녀 사망수준의 격차가 혼인적령기의 남녀 인구구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성 선택적 농촌-도시 인구이동
인구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이동의 성 선택성이 커지면,
이동의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에서 혼인적령인구의 남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혼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지역
의 젊은 여자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혼
10) 남자 사망률은 2009년 현재 여자 사망률보다 1.2배 정도 높다.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벌어지며,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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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지역의 남자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노총각이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제인구이동으로 인하여 혼인적령기의 남녀인구의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
적인 예로, 과거 화교들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이동을 들 수 있다. 남자 위주로 이루어진
화교들의 대규모 국제이동으로 인하여 이동의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에서 인구의 남녀균형이
파괴되었고, 이는 이들의 결혼을 지연시키고 유배우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인구이동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혼인
적령기의 남녀 인구구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2.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최근에 이르러 국제결혼이 증가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혼인시장의 압박
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양상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사회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급속하게 상승하였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고 여성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양성평등 관념이 널리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혼 후의 가족
생활과

육아에

관련되는

성

역할에는

사회적으로

아직도

엄격한

차별이

존재한다

(McDonald, 2000). 결혼을 하면 가족생활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일
과 자아실현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장 역시 기혼여성들의 일과 가
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과거와 달리 ‘필수 과정’이 아닌 하나의 ‘선택
사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에 종
사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지닌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여성 교육수
준의 급속한 향상과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서 비롯된 이러한 경향은 혼인시장에서 남녀인
구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중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교통,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 따른 국제인구이동의 급격한 증가
도 혼인력의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유학,
방문 및 경제활동의 기회확대로 외국인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졌다. 국제 인적교류가 확대되
고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혈연, 지연과 학연을 연결망으로 활용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마
련이다. 노동이주자가 유입되고 이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이들과의 국제결혼뿐만 아니
라, 이들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이들의 고향이나 출신지역으로부터 혼인이주가 이루어질 개
연성이 높아진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혼인시기, 배우자의 조건, 혼인절차 등에 관련되는 전통적 규범이
나 가치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제 인적교류의 확대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거
부감도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인터넷과 범국가적 대중매체의 확산 역시 결혼 및 가족생활에
관련되는 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양상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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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혼인양상의 변화
<그림 1-5>에 제시된 것처럼, 최근 한국사회 혼인양상의 주요 변화로 국제결혼의 증가
를 포함하여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율의 증가, 그리고 혼인형태의 다양화를 지적할 수 있다.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은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낮추는 파급효과로 이
어진다. 한국사회의 초혼연령은 급격한 상승을 지속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남녀의 평균초혼연령(SMAM)은 각각 31.6세와 28.7세로
집계되었다. 이는 1975년 이후 불과 34년 동안에 남녀 각각 4.2세와 5.0세가 상승한 것이
다(통계청, 2010a, 2010b). 이러한 상승추세는 그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에 수반하여 대학교
육의 급격한 팽창, 도시로의 인구이동 및 여성의 결혼 이전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대학교육의 팽창, 도시화, 여성의 취업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진입한 이후 평균초혼연령이 두드러지게 빠른 상승추
세를 보인다. 특히, 젊은 여자의 도시이주로 인하여 성비불균형의 상황이 심각했던 농촌지
역에서 남자의 평균초혼연령이 도시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
한 현상의 상당 부분은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초혼연령이 상승하면 미혼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
다.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은 20대와 20대 초반의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높아지고 유
배우율이 낮아지는 데 기인한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미혼율은 1990년 남녀 각각
57.3%와 22.1%로 집계되었으나, 2005년 센서스에서는 각각 81.8%와 59.1%로 상승하였다
(통계청, 2010a).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만혼화 현상으로 30세 이후의 연령층에서도 유
배우율이 낮아지고 미혼율이 상승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규범, 가치관, 태도의 변화와 아울
러 독신자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결혼의 지연과 기피현상이 가
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인적령인구의 남녀불균형과 결혼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로 혼인형태가 다양해지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혼인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면 배우자 선택의 기존 관행
이 약화되고 혼인양상의 변화가 불가피해 진다. 최근에 이르러 신랑과 신부의 연령 차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배우자의 과거 결혼경험에 대한 거부감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된다. 통계청(2010b)의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혼인 건수의 12.8%가 남녀 모
두 재혼자이며, 총각과 재혼녀의 혼인도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연상 또는 동
갑의 초혼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전체 혼인의 30.4%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혼인형태의 다양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구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현실적으
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미혼자로 남거나 외국에서 배우자를
구해오는 것이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인 국제결혼의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이러
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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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국제결혼보다 우리나라 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2. 국내의 사회구조적 요인 외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국제적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미래의 국내 인구구조(성 및 연령)적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의 국제결혼 경
향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까?
♣ 용어
국제결혼, 혼인이주, 다인종 ․ 다문화 사회, 혼인형태, 세계화, 혼인 이주자, 고령화,
성비불균형, 이농현상, 사회구조적 요인, 혼인적령인구, 출산력 대체수준, 연도별 출
생 코호트, 선별 출산, 인공임신중절, 정상성비, 출생성비, 성별 차별사망력, 조사망
률, 이동의 성 선택성, 혼인력, 일과 가정의 양립, 평균초혼연령(S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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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과 결혼안정성

1.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조건을 지닌 사람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개연성이 높음을 앞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국제결혼을 하는가? 이들의
배우자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 절에서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그 성격과 결혼 당
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이 절에서는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으로 나누어 논
의를 진행하되, 전자에 대한 설명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2009년까지의 혼인신고 자료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이다.
1-1.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특성
먼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지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자. 이들의 결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보다 월등히
젊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표 2-1>에 제시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의 결과를 보면, 외국인 아내의 평균연령은 32.0세로 한국 남편보다 11.1세가 낮다. 특히,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의 평균 결혼연령의 격차는 17.0세나 된다. 이들 48,266쌍 부부의
연령을 비교해본 결과, 남편이 아내보다 연상인 경우가 93.9%이었으며, 동갑과 아내 연상의
비율은 각각 2.3%와 3.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한국 남자의 결혼연령이 빠른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외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의 평균 결혼연령은 1990년
혼인신고 자료에서 32.4세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표 2-1>에 제시된 2009년 조사의 결과
를 보면, 한국인 남편의 평균 결혼연령이 39.0세로 상승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로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의 결혼연령이 대체로 높았다. 이 표에
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출신의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들은 상대적
으로 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결혼한 한국 남자의 연령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이들의 상당 부분이 초혼
이 아니라 재혼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는 노총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40대 이후의 한국 남자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여자와의 결혼에
서는 아내는 초혼이고 한국인 남편은 재혼인 경우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국가 간 발전수준
의 차이에 기초한 개발도상국 여성의 상품화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김두섭 외,
2008).
한국 남자의 재혼자율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 또는 한족 여자, 그리고 몽골 여자와 결혼
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높아진다. <표 2-1>에서는 조선족과 한족 여자배우자의 재혼자율
도 각각 40.9%와 32.4%로 집계되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와의 결혼에서 부부 모두 재
혼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가치관의 전반적인 변화와 아울러 일부 중국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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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09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
중국
조선족

한족

(19,582)

(7,930)

베트남

필리핀

몽골

합계

(15,130)

(4,752)

(872)

(48,266)

아내의 연령

37.7

33.1

24.2

31.9

31.0

32.0

남편의 연령

45.1

42.2

41.2

42.6

41.1

43.1

아내의 결혼연령

31.9

30.1

22.0

26.8

27.7

27.9

남편의 결혼연령

39.3

39.1

39.0

37.4

37.7

39.0

아내의 재혼자율 (%)

40.9

32.4

2.2

2.5

18.4

23.2

남편의 재혼자율 (%)

34.3

29.9

18.5

13.6

24.2

26.4

아내의 교육년수

10.8

10.7

8.9

12.3

12.2

10.4

남편의 교육년수

11.4

12.2

11.5

11.4

11.9

11.6

주: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응답을 완료한 여성은 69,394명이었음. 이 표의 자료는 이들 중에
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의 외국인 아내만을 선택하고, 응답자 및 배우자 연령, 결혼 연도, 입국 연
도 등 주요 변수들의 값이 비현실적이거나 무응답인 사례를 제거한 후 집계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외(2010).

여 입국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한국인끼리의 결혼에서 남자
의 재혼자율은 2009년 17.3%로 국제결혼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았다(통계청, 2010b).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은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베트남인과 중국인 아내의 60.8%와 32.3%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각각 4.2%와 15.8%에 불과하다. 그리고 <표 2-1>에서 보는 것
처럼, 이들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 역시 외국인 아내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의 아내를 맞은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
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로 부부의 교육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필리핀과 몽골 아내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보다 평균 교육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난
을 해결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혼인이주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낮은 교육수준
등 매우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김두섭 외, 2008).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른 부부 교육수준의 차이는 한국인 남편의 직업이나 거주지
분포와도 조화를 이룬다.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한국 남자는 더 이상 농촌의 노총각에 국한
되지 않으며, 도시 지역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외(2010)의 2009
년 조사자료에서는 서울과 광역시 거주자의 비중이 36.9%로 집계되었다. 국제결혼한 한국
인 남편들은 기능 및 기술직 종사자와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각각 20.0%와 13.6%로 가장
높다. 외국인 배우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들은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과 몽골로부터 혼인이주한 여자들
은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경우가 각각 38.5%와 39.3%로 많
았다. 선진국 출신의 여자배우자와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결혼한 한국 남자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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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5.0%에 불과 하였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외
국인 아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8%로 집계되었으며, 취업자 중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7.8%의 단순노무직이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국제결혼 부부의 가구구성이다. 한국인 남편이 농림어업에 종사하
는 경우, 국제결혼 부부의 약 1/2이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인 남편과 아내가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중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다른 직업종사자이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높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은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아내들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 여성보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을 선호하는 농촌 남성의 대부분이 그 이유를 결혼 후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하는 것은 흥미롭다(보건복지부 외, 2010).
1-2.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특성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그 성격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우선 1990년대 말까지는 외국인 남자배우자의 절대다수가 미국과 일본
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중국 남자와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09년 현재 중국, 일본, 미국인 남편의 순서로 많다. 그리고 외국인 남편의 출신국가 분포
를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보다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일본 남자와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일본인과 중국인 남편의 연령이 대체로 높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의 남편은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남자와 결혼한 한
국 여자의 연령이 남편 연령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러한 현상 역시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한국 여자의 재혼자율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이
다. 중국과 일본 국적의 남자와의 결혼에서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과반수였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남자와의 결혼에서는 재혼자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 남자의 일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 여자와 위장결혼하여 입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교육수준별 분포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아 대학졸업자가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인과 중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교육 이수자보다 많다. 특히 중국 남자와의 결혼에서는 부부
모두 대학교육 이수자인 경우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외국인 남편의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전문직, 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점유율이 높으며, 이는 특히 선진국 출신 남
편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인 남편은 서비스와 판매직 종사자의 점유율
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
으로 높고, 취업자 중에서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 이후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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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2002년 이전의 혼인신고자료에서는 국외 거주자의
비중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혼인신고 집계자료에서 일본 및 미국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의 일부가 해당 국가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3.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
전통적으로 한국은 매우 동질적인 사회로 간주되어 왔으며, 문화 역시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도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어, 요즘 농촌에서 결
혼하는 한국 남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실정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결혼이 농촌의 노총각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들의 과반수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업분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과 함께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혼인이주자 이외에도 산업연수생과 장기,
단기 및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외국인
의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다민족, 다문화
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국제결혼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의 상당 부분은 한국 남자와 중국 또는 동남
아시아 출신 여자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당사자는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
고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한국 남자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의 여자와의 결혼은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에 따라 혼인시장
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
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의 상당 부분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2.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난,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과 아울러 자기중심
적인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혼의
증가추세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상
당 부분은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결혼 후 심각한
긴장, 차별이나 갈등을 경험하고, 이혼에 이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족생활에서의
문화적 충격으로 촉진되는 이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배우
자들의 일부는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추세와 이혼한 부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의 이혼과 결혼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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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와 결혼지속기간의 추이,
199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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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0a).

2-1. 이혼 건수와 결혼지속기간의 변화추세
통계청의 이혼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부부들이 신고한 이혼 건수는 2009년에 총
11,692건이다. 이는 2002년의 1,744건에 비해 6.7배, 그리고 2005년의 4,171건에 비해
2.8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2002
년 1,364건, 2005년에 1,789건, 그리고 2009년 3,392건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
였다. 결국, 국제결혼 부부들의 급격한 이혼 증가추세는 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1>을 보면, 특히 2004년 이후부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
는 2003년 547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9배로 증가한 1,567건으로, 그리고 2009
년에는 8,300건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0c).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추이는 국가별 국제결혼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
낸다. 국제결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인 아내와의 이혼이 2000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가장 높은 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2004년 이후에는 베트남 아내와의 이혼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결과, 2009년에 이혼신고한 아내의 출신국가 분포
에서 중국이 5,562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1,292건, 필리핀, 285건, 일본
22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2-2>에서 외국인 아내와 이루어진 이혼 건수의 출신
국가별 순위는 <그림 1-2>에 제시된 혼인 건수의 출신국가별 순위와 4위까지 일치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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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이혼 건수의 추이, 20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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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0a).

지, 몽골의 순위가 바뀌고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된 정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한국 남자와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여자와의
결혼이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혼
은 결혼지속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이혼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에
이혼신고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85.4%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였다. 이들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3.1년에 불과하다(통계청, 2010c). 특히 베트남 아내와의 결혼지속기
간이 두드러지게 짧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아내와의 결혼지속기간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길었다.
또한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5.7년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
인 아내의 결혼지속기간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깝게 길다. 이들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한
부부의 점유율도 63.2%로 현저하게 낮다(통계청, 2010c). <그림 2-1>을 보면, 2002년 이
후 이혼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결혼지속기간의 절반이나 그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2. 이혼한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가 30-39세에
속하는 경우가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5세 미만과 25-29세 연령층의 순서이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분포는 출신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베트남, 필
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내의 경우는 20대 전반이나 후반 연령층의 점유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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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한 일본인과 미국인 아내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다. 일본
인 아내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미국인 부인은 4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김두섭·이명진, 2007).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한국인인가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남편이 외국
인인 경우에 비해 부부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아내가 외국
인인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보다 부부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외국인 배우자
의 출신국가에 따라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이혼한 일본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혼한 베트남인 아내의 교육수준은 한국인 남편
보다 확연하게 낮다. 반면, 필리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내의 경우는 한국인 남편보
다 평균 교육연수가 더 길고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한 남편들의 직업분포도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아내가 외
국인인 경우의 남편 직업분포를 보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보다 대체로 위세가 낮은 직업
의 비중이 높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보다 남편의 전문관리직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외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출신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일본인이나 미국인 아내와 이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농업과 단순노무직의 낮은 비중은 한국인 아내와 이혼한 일본인과 미국
인 남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 및 필리핀인 아내와 헤어
진 한국인 남편들의 농업 및 단순노무직의 점유율은 과반수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역으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짧으면 자
녀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통계청의 이혼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 이혼한 외국인 아내
의 89.5%와 외국인 남편의 85.4%가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인 아내와 이혼한 경우에는 92.9%의 부부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것으로 집
계되었다. 일본인 아내와 이혼한 경우에는 무자녀 부부의 점유율이 69.6%로 상대적으로 낮
았다. 한편,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둔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부부의 점유율은
11.7%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에서보다 다소 높았다(통계청, 2010c). 통계청의 이혼신고자
료와 보건복지부 외(2010)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미성
년 자녀의 존재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을 억제시키는 강한 효과는 외국인 배우자의 성이나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김두섭·이명진, 2007; Kim, 2010; 보건복지부
외, 2010).
2-3. 부부의 이질성과 결혼안정성
결혼의 안정성과 이혼의 개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특성들의 부부 간 격차를 파악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부부의 사회경제적, 계층적 동질성과 이질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Goode, 1966; Bumpass and Sweet, 1972; Becker, 1974, 1981;
Blau et al., 1993).
어느 누구도 배우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지는 않는다. 배우자 선택은 결혼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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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결합의 유형과 빈도: 2009

결혼 빈도
(%)

한국인

외국인 아내
대학 이상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대학
이상

제1유형
3,026
(6.7%)

제2유형
3,678
(8.2%)

제2유형
2,390
(5.3%)

고등학교

제3유형
3,684
(8.2%)

제1유형
12,838
(28.6%)

제2유형
8,185
(18.2%)

중학교
이하

제3유형
1,273
(2.8%)

제3유형
3,808
(8.5%)

제1유형
6,032
(13.4%)

남편

자료: 보건복지부 외(2010)

는 물론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러한 규제는 일정한 형태의 결
합 유형, 즉 선택적 결혼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
할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녀 지위의 차이가 커질수록 결혼할 가능성은 낮아진
다. 아울러 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결혼 이후의 적응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이한 사회인구학적 조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부일수록 결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부의 이러한 이질성이 결과적
으로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배우자간 연령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를 구분 짖는 중
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수준 역시 개인의 가치관, 태도,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유사할 경우, 서로 믿음, 태도, 행동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결혼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선택혼의 설명틀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가설들을 국제결혼 부부에 적용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김두섭·이명진, 2007; Chen, 2008).
여기서는 우선 유사한 사회적 조건을 지닌 남녀일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
이 국제결혼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연령과 교육 같은 사회
인구학적 조건의 이질성이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지속기간과 이혼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논의한다.
<표 2-2>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세 가지 결합유형이 제시되어 있
다. 제1유형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자료
에서 48.7%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따라서 유사한 교육수준을 지닌 남녀일수록 결
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
로는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이 외국인 아내보다 높은 제2유형으로 31.7%의 점유율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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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와 결혼지속기간, 2009
교육년수

13

W PH
57.5

W MN

HKR

12

HKR

71.1

HKR

49.8

HKR

11
37.3

10

9

W KC

W HC

62.5
HKR

W VN
연령

8
25

30

35

40

45

50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주: KR (한국); KC (중국 조선족); HC (중국 한족); PH (필리핀); MN (몽골); VN (베트남).
자료: 보건복지부 외(2010).

타낸다. 한편, 높은 교육수준의 외국인 아내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한국인 남
편의 결혼을 의미하는 제3유형의 점유율은 19.5%에 불과하다. 제3유형의 결혼은 한국인 남
편과 필리핀, 몽골 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내와의 결혼에서 많이 발견된다. 부부의 교육
수준 격차에 따른 결혼유형의 점유율 양상은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
지로 나타난다.
<그림 2-3>은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의 격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
부 거리지수(D)를 측정하고, 이 거리지수와 결혼지속기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1)
이 그림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에
비해 연령은 높으나, 교육수준은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은 베트남인과 중국의 조선족 및 한족 아내에 비해서는 높으나, 필리
핀인 및 몽골인 아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부부 사이의 연령 및 교육거리가 멀수록 대체로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
림 2-3>에서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와의 부부거리가 가장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평균 결혼지속기간이 37.3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는 부부거
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평균 결혼지속기간이 62.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그림
에서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의 경우에는 부부거리가 길게 나타났으나 평균 결혼지속
1)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거리(D)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여기에서 age는 연령을, edu는 교육수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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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71.1개월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에서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은 <표 2-2>에 제시된 결혼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결혼지속기간이 제3유형에서 길고, 그 다음으로 제
1유형, 제2유형의 순이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는 제2유형, 즉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이 외국인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의 확률을 분석한 로짓분석의 결과
도 제2유형의 국제결혼이 가장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가 개발도상국가일수록,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일수록 결혼지속기
간이 짧고 이혼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부부 이질성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는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동질혼(homogamy)보다
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아내의 교육수준에 비해 높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
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한국인 아내의 교육수준이 외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인 남편과 한국
인 아내의 이혼을 들 수 있다. 동일한 교육수준보다는 일본인 남편의 교육수준이 한국인 아
내의 교육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길다. 아울러 외국인 남편이 개발
도상국 출신일수록,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결국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남편의 교육수준이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2유형 부부의 결혼안정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양
상은 한국인끼리의 결혼에서도 대체로 지지된다. 통계청의 이혼신고자료 분석에서 한국인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서는 제2유형의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1유형의 결혼안
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3유형에서
는 결혼지속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지고 이혼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 연습문제
1.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출신국가 간에 문화적
이질성이다. 중국 조선족여성과 우리나라 남성 국제결혼 부부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보자.
2. 혼인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 용어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혼, 경제활동참가율, 가구구성, 다민족 ․ 다문화적 요소, 문화
적 충격, 결혼지속기간, 결혼안정성, 동질혼

III. 다문화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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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적 태도와 생활만족도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증가로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가 2010년
현재 1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한국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약 70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혼인이주자의 규모는 약 17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
다. 물론 이러한 외국인의 규모나 비중은 미국이나 유럽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의 국가
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09년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진 결혼에서 신부 3명 중 1명이 외국 여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
증한다(통계청, 2010b).
전통적으로 혈통주의와 민족주의적 배타성이 강한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구
성원이 현지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고 통합되기는 쉽지 않다. 다문화사회의 건
전한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2008)의 『다민족·다인종 사회통합 관
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외(2010)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1-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적 관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 문화적 소
수집단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성향이 다소 약하다. 물론 혼인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추
세에 수반하여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점차 긍정적이고 관용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을 피부색, 생김새나 출신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여전히 차별적으
로 대우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행동은 이들이
한국 문화, 사회체제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도전하지 않고, 한국인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
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표 3-1>에 제시된 바,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 거리감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파크(Park)가 짐
멜(Gimmel)의 논의로부터 도출해낸 사회심리학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물리적 공간상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처럼,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친밀감이나 적대감 같은 감정의
척도로 측정 가능한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민족에 대한 사
회적 거리를 측정한 보가더스(Bogardus)의 척도를 들 수 있다. <표 3-1>은 보가더스가 고
안한 태도항목들의 일부를 활용하여 찬성률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3-1>을 보면, 한국인은 미국인, 중국 조선족과 일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다. 다음으로는 새터민(탈북자), 러시아인,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이 중위그룹을 형성하
고 있다.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대상은 아프리카 흑인으로 나타났다. 네 항목에 대한 찬성
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인, 중국 조선족과 일본인에 대한 태도는 유사하게 나타난
다. 한국 방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가장 찬성률이 높고, 그 다음은 한국에 사는 것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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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보가더스 척도의 일부 항목에 대한 찬성률: 2008
조선족
(중국인)

중국인

일본인

동남
아시아인

자녀의 배우자로 허용

42.9

30.8

40.2

30.0

41.7

30.8

17.6

36.8

이웃으로 허용

84.3

76.5

80.6

78.9

86.6

77.0

69.0

80.4

한국에 사는 것 허용

89.5

83.7

88.0

87.2

92.0

86.2

81.2

87.8

한국 방문을 허용

97.1

95.5

95.9

97.2

98.5

97.6

96.8

93.2

미국인

러시아인 아프리카
흑인

새터민
(탈북자)

주: 유효 응답자 1,101명에 대한 찬성 응답자의 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였음.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2008).

용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 편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두 항목 모두 미국인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웃으로 사는 것을 허용하는 찬성률도 미국인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인, 새터민의 순이었다. 한편, 아프리카 흑인의 경우에는 이웃으로
허용하거나 자녀의 배우자로 허용하는 찬성률이 다른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
혀졌다.
이상 살펴본 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양상은 다른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한 이명진 외(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는
출신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가,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경우에는 근면성에 대한 긍
정적 평가가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학력 응답자일수록 미국인
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인에 대해서는 여성
이, 새터민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이명진 외,
2010).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은 한국을 방문하고 거주하거나 이웃으로 사는 것을 허용
하는 태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자녀의 배우자로 외국인을 받아들일지의 태도에서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관대함과 수용수준은 급속하게 약화된다.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의 배우자
로 허용하는 찬성률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현저하게 낮아진다.1) 이는 한국인이 가족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내집단의 구
성원으로 수용함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선진국 출신이나 같은 민족 또는 언어적 동질성을
지니는 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약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 혼인이주자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현지 사회구성원들의 태도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
째, 개개인이 지니는 국가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 국가정체성이나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민자의 유입이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
각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보편적인
1) 그러나 한국인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고 관용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빠
르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2010c)에서 시행한 『2010년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의
60.3%가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의 동의율은 각각 61.2%와
59.3%로 남자가 약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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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에 대한 태도: 2008
많이
줄어야

약간
줄어야

약간
늘어야

많이
늘어야

혼인이주 여성

5.0

27.2

51.8

13.2

2.8

100.0

단순노무직 근로자

5.7

31.2

46.3

15.0

1.7

100.0

전문기술직 근로자

1.8

13.7

39.6

35.6

9.4

100.0

외국인 유학생

1.4

9.0

32.3

39.6

17.7

100.0

외국인 기업가

1.7

10.6

35.5

35.9

16.3

100.0

이주자 유형

지금 정도
좋음

합계

주: 유효 응답자 1,101명에 대한 찬성 응답자의 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였음.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2008).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소수 이민자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치관을 지니며, 따
라서 이민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셋째,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인 요인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이민자들이 어떤 기술을 지니고 어떤 직종으로 진
출하여 현지 사회의 구성원들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임금 하락이나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집행에 요구되는 세
금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송유진, 2008).
<표 3-2>는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이주
자 유형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인은 이 표에 제시된 다섯 가지 유
형의 이주자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57.3%
가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3%인 반면, 유학생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
에 불과하였다. 외국인 기업가의 수에 대한 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지금보다
외국인 기업가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금 정도
가 좋다는 응답까지 포함시키면 절대다수를 구성한다. 반면, 기업가의 수가 줄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3%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는 단순노무직과 전문기술직인가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전문기술직 근로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45.0%인 반면,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호적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16.7%로 나타났
다. 지금 수준의 단순노무직 근로자 규모가 바람직하거나 약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
각 46.3%와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반적 생활수
준의 향상과 대학교육의 팽창으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사회에는 근로자들이 기피하
는 3D 업종이 등장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
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기 이주
와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이를 고용허가제로 전환
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에 국
한하여 단기 계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표 3-2>에서 관찰되는 바, 한국인들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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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그 동안 한국 정부의 단순노무직 위주의
취업허용정책에 기인하는 바 크다. 즉, 지난 20여 년간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로부터 이주
해온 단순노동 근로자들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였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가하여 최근의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들은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이주 여성의 수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혼인이주 여성의 규모가 적절하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51.8%로 집계되었
다. 이 수치는 나머지 네 유형 이주자의 규모에 대해 적정수준이라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중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혼인이주 여성이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의 혼인이주 여성에 대한 태도는 이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
다. 선진국 출신이나 고학력의 혼인이주 여성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관용적이고 우호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 출신이나 저학력의 혼인이주 여성들은 자신은 물론 한국
인 남편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조건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은
이들에 대해서 문화적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인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탈피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관용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준에
서,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
도에는 괴리가 있다. 이들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를 포용
하면서 어울려 함께 살고자 하는 복합문화주의적 태도와 가치관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1-3.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언어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에서는 그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를 해석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이주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
복지부 외(2010)의 조사결과, 혼인이주자의 21.0%가 매우 만족, 그리고 35.8%가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다. 생활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혼인이주자의 비중은 36.4%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만족 응답자는 6.9%에 불과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가 한국인의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불만족 응답자 중에서는 언어문제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혼인이주자가 가장 많았다.
생활만족도는 혼인이주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 의미 있는 편차를 나타낸다. 삶
의 질에 매우 만족하는 비중은 혼인이주 여성이 남자보다 높았으며, 도시(동) 지역보다는
농촌(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소한 예외들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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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
되었다. 그리고 혼인이주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가 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만족도가 이혼자나 사별자보다 월
등하게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혼인이주 여성과 남성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혼인이주자의
한국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혼인이주 여성의 경우
에는 체류기간 2년 미만에서 매우 만족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는 출신국가에 따라서도 뚜렷한 편차를 보여준다. 베트남과 캄
보디아 출신의 혼인이주 여성 중에서 매우 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미국, 캐나다와 서유럽 출신의 남녀 혼인이주자도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는 남녀 모두 불만족 응답자의 비중이 현
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는 일부 시·도 행정구역에서 의미 있는 편차가 발
견되었다. 울산,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자 중에서 매우 만족하는 응답
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산 및 대구 거주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광주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자의 생활만족도
는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2. 혼인이주자의 사회참여
비록 개인환경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는 있을 것이나, 혼인이주자는 결혼을 통해 한국으
로 이주한 후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혼인이주 남성은 절대다수
가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이들의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혼
인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과반수를 훨씬 넘고, 출신국가, 연령, 교육수준 등의 사
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취업 여부 및 경제활동의 양상이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혼인이주자의 사회활동은 대체로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며, 그 강도와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출신국가, 종교, 한국 거주기간, 거주지, 자녀 유무, 교육수준 등에
따라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 국적의 취득 여부도 이러한 변수들에 따라서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고학력의 혼인이주자들이 현지 지역사회의 선거나 정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들이 관찰된다. 이 절에서는 혼인이주자들의 경제 및 사회활
동, 그리고 정치참여 양상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1. 취업상태와 경제활동
이민자들은 이민 동기나 계기에 관계없이 상당 부분이 현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들어온 혼인이주자들도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혼인이주자의 지속적 증가로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점
차 커지는 추세이다.
혼인이주자의 취업률은 성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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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혼인이주자의 성별 취업상태, 직업 및 종사상 지위: 2009
남자

여자

합계

현재 일하고 있음

74.3

36.9

40.2

현재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

17.6

22.2

21.8

8.2

40.9

38.0

22.6

12.8

14.1

3.1

3.5

3.4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15.1

38.4

35.2

기계조작, 조립 및 기능직 종사자

19.1

10.9

12.0

1.2

3.5

3.2

30.3

21.6

22.8

8.7

9.5

9.3

3.4

2.1

2.3

상용직 근로자

39.0

26.0

27.9

임시직 근로자

23.3

38.4

36.3

일용직 근로자

18.2

14.8

15.3

자영업자

8.1

6.7

6.9

무급 가족종사자

0.8

2.4

2.2

기타

7.3

9.5

9.2

취업상태

일한 경험 없음
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자
기타
종사상 지위
고용주

주: 유효 응답자의 수는 취업상태 129,117명, 직업 66,191명, 종사상 지위 61,399명이었으며, 이들의 응답을 백분
율로 계산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혼인이주 남녀의 취업률이 각각 74.3%와
36.9%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남녀의 각각 17.6%와 22.2%가 현재는 취업상태에 있지 않으
나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률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미국, 캐나
다, 유럽 국가로부터의 혼인이주 남성, 그리고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중국 조선족 여자
의 취업률이 높았다. 또한, 연령 상승과 함께 취업률이 대체로 높아지고, 특히 40대 연령층
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3>에서 혼인이주 남성의 직업을 살펴보면, 양극화된 직업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3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의 22.6%
이다. 직업위세로 볼 때 중간 집단에 해당하는 직종(예를 들면,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기능관련직)보다 전문직 및 관리직의 비중이 오히려 높은 특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2)
2) 전문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혼인이주 전 자신들의 출신국가에서의 직업을 살펴보면, 비
전문직 종사자였던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나 영어를 활용한 전문직종
에 종사하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의 혼인이주 남성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이주 여성들 중에서
는 이러한 예와 아울러 반대의 경우도 발견된다. 즉, 혼인이주 전, 자신들의 출신국가에서 전문직에 종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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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농림어업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1.1%와 3.1%에 불과하다.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중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순
노무자 21.6%, 전문직 및 관리직 12.8%의 순이다. 혼인이주 여성 역시 농림어업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3.5%로 가장 낮다.
경제활동을 하는 혼인이주자를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
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남자의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순이다. 그러나 혼인이주 여성 중에서는
임시직,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의 순서로 나타난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을 합하여
53.2%가 된다는 것은 이들의 취업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이주자 중에는 자기 스스로 상점, 기업이나 농장을 독
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한 사람 이상의 피고용인을 두고 경영하는 고용주도 있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남자 8.1%, 여자 6.7%, 그리고 고용주의 비중은 남녀 각각 3.4%와
2.1%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혼인이주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 비중이 2.4%로 매우 낮
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2009년 한국 전체 여성취업자의 무급 가족종사자 비중
은 11.9%이었다(통계청, 2010a).
2-2. 사회활동
퍼트남(Putnam, 1995)이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적 사회정치활동의 관련성에 대해 언
급한 이후 자발적인 사회활동과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혼인이주자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
고, 그러한 가운데 직업위세가 높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아울러 현지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적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활동에의 참여수준이 혼인이주 여성의 출신국가, 개인 및 가족
의 특성 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김두섭 외(2008)는 혼인이주 여성 사회활동의 구성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착지원
교육프로그램, 자녀관련 모임, 종교단체, 이웃 및 친교 모임, 자원봉사단체 등 다섯 가지 사
회활동에의 참여 여부와 빈도를 측정하여 출신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인이주 여
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수준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활동을 제외한 나
머지 네 가지 활동영역 모두에서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와 무응답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자녀관련 모임과 자원봉사단체에의 참여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의 참여수준은
한국 거주기간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단, 새로운 혼인이주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 정착지원 교육프로그램은 예외이었다.
혼인이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수준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거주기간이 상대적
으로 길고 사회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지닌 일본인 아내들이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제
외한 모든 사회활동영역에서 가장 활발하였고, 다음으로 필리핀인 아내와 태국인 아내의 순
이었다. 또한 일본인 아내들은 통일교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종교활동이 다른 혼인
으나 한국에서는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단순 사무직이나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
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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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들보다 월등하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인 아내는 새로운 이주여
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혼
인이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많아 자녀관련 모임에
의 참여수준이 낮았다. 이웃 및 친교모임이나 자원봉사단체에의 참여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
다.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조선족 아내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활동
영역에서 베트남인 아내와 비슷한 참여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한족 아내의
경우에는 조선족 아내보다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전체적으로 더욱 낮았다(김두섭 외, 2008;
보건복지부 외, 2010).
혼인이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수준은 출신국가에 따라서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여성의 연령, 한국 거주기간, 부부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여건에 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리고 혼인이주 여성이 화이트칼라이거나 남편이 전문관리직 종사자
일 때,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수준일 때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대도시나 농촌 거주자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두섭 외, 2008; 보건복지부 외, 2010).
2-3. 국적취득과 정치참여
혼인이주자 120,144명을 대상으로 한 2009년의 보건복지부 외(2010)의 조사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31.2%이었으며, 영주권자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외
국인 아내의 경우 중국 조선족의 귀화율이 5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인
42.5%, 그리고 중국 한족 23.1%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과 한족 남편의 귀화율은
각각 32.3%와 23.8%이었다. 그리고 일본과 서구 선진국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은 남녀
모두 귀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주권자의 비중은 혼인이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다 할 수 있는 일본인 아내들
이 29.3%로 가장 높았다. 태국인 아내들의 영주권자 비중이 9.9%로 두 번째로 높았고, 다
른 국가로부터 이주한 아내들의 영주권 소지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혼인이주 남성들의 경
우에는 영주권자 비중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외,
2010).
한국에서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으나 일정요건을 갖춘 영주권자는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 영주권을 획득한지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이주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와 영주권 획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혼인이주자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
다.3)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국적취득자의 투표참여율은 남녀 각각 47.3%와 56.7%로,
해당 지방선거의 전체 남녀 투표율 52%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출신국가별로는 일본
(66.8%), 필리핀(66.7%) 출신의 아내와 중국 조선족(62.3%) 아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반면, 캄보디아(23.1%), 베트남(25.9%)과 몽골(31.7%) 출신 귀화 아내의 투표참여
3) 국적취득 시점과는 달리 대부분의 조사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관한 정보가 가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혼인이주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 참여에 관한 논의
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이주자에 국한하기로 한다. 단순히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을 계산해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이주자의 투표참여율에 비해
1/5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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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편의 경우에는 출신국가별로 사례수가 많지
않아 각각 집계하여 의미 있는 비교를 하기가 곤란하다. 대체로 외국인 아내보다 외국인 남
편의 투표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본인 남편은 예외였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는 남녀 모두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시 거주자보다는 농촌 거주자가,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보건복지부 외, 2010).
혼인이주자들이 정당과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이주자의 정당 참여나 시민단체 활동은 남녀를 불문하고
참여율이 2.5%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는
투표참여율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남녀 모두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시 거주자보
다는 농촌 거주자가,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당과 시민단체 가입에 보다 적극적
인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 외, 2010).

3. 혼인이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혼인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한
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주
의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다수집단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소
수집단을 동등한 문화적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도모하는 이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의 문제를 이민정책을 통해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연계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울
러 혼인이주 여성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절에서는 다인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혼인이주 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유형을
살펴본다. 그리고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수준과 자녀교육의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3-1. 문화정체성과 적응유형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이민자는 현지 사회의 중심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사회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대된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배우자들 역시 일방적인 동화
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 전통 및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
하도록 기대된다. <표 3-4>에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이주 후 적응 유형을 설명하는 두 축으
로 사회참여와 문화정체성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즉 혼인이주자들이 사회참여와 문화정
체성의

강약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고립(isol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의 적응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4>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이주자가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
의 구성원이 되고, 동시에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정체성이 강하면 이들
의 적응형태는 통합이 된다. 여러 민족의 혼인이주자들이 통합의 형태로 적응하고 그 규모
가 커지면 한국사회는 모자이크(또는 salad bowl)와 같은 복합적인 문화구조를 자니는 방향
으로 변하게 된다.
한편, 혼인이주자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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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소수민족 이민자의 이주 후 적응유형

문화정체성
강

약

강

통합

동화

약

고립

주변화

사회
참여

자료: Berry(1987); 김두섭(1998); 김두섭 외(2008).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이들은 점차 한국사회에 동화
되어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미국이 추진해온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은
소수이민자들을 동화시키고 용해시켜 미국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혼인이주자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강
하게 유지하면, 이들은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혼인이
주자들이 피동적으로 고립되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나 언어구사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를 고
립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인이주자들이 많아지면, 한국사회와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폐쇄적 활동영역을
유지하는 민족적 울타리(ethnic enclave)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3-4>에서 네 번째 적응유형은 혼인이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한국사
회에의 참여수준도 미약하여 점차 주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혼인이주자들의 규모가
작고 주변화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해당 소수민족집단이 이주 후 현지사회에서 궁극
적으로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혼인이주 여성들의 적응유형을 분류한 연구들에 의하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참여수준도 미약하거나 폐쇄적
이어서 점차 주변화 되는 혼인이주 여성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인 아내
들은 주변화 유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흡수되고 동
화될 가능성이 높은 적응형태와,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고
립되어가는 적응형태를 보인 아내들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참여와 문화정체성이 모
두 강하여 통합의 적응형태로 분류된 혼인이주 여성들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혼인이주 여성의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인 아내들은 통합형의 점유율이 중국인
이나 베트남인 아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두섭 외, 2008; Kim,
2008).
혼인이주 여성들은 적응형태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낸
다. 우선 통합형의 아내들은 연령이 현저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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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연령은 아내의 적응유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수준은 동화형 아내가
가장 높고, 주변화형 아내에게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가구소득도 통합형, 동화형, 고립
형, 주변화형의 순서로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거주기간을 적응형
태별로 살펴보면, 통합형과 동화형의 아내들이 길고, 고립형과 주변화형 아내들은 뚜렷하게
짧았다. 이에 따라 통합형과 동화형의 아내들의 평균 자녀수도 고립형과 주변화형 아내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집계되었다. 그리고 고립형과 주변화형 아내들은 대도시 거주자의 비중
이 뚜렷하게 높았다(김두섭 외, 2008; Kim, 2008).
3-2. 출산수준과 자녀교육
국제결혼의 절대 건수와 구성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으로 심대한 파급효과를 초래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상쇄할 수 있는 국제결혼의 효과에도 주목
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출산력에
관해서도 상세한 정보와 경험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의 대부분
이 이들의 결혼과정과 혼인이주자들의 적응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들 국제결혼 부부
들의 출산수준과 속도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결혼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가용한 자료가 부족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
해 출산수준이 더 높거나 낮은지도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외국인 배우자들의 출산력에 관해서는 소수집단의 지위와 출산력에 관한 가설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외국인 배우자의 출산력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
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 현지사회에 대한 통합 내지 동화 수준을 반영하
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상대적
으로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물질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속박, 불
안정성에 대항하여 상승이동을 달성하고자 출산력을 주류집단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Goldscheider and Uhlenberg, 1969).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현
지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불안정성에 대한 인지수준이 점차
적으로 낮아져 주류사회의 출산력 양상에 근접해가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
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이들의 불리한 여건과 불확실
성, 불안정성이 출산력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회인
구학적 조건들을 통제하였을 때,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인 아내에 비해 자녀수가 적고 출산
간격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접
촉하는 주변 사람들의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즉, 이
주 후 새로운 사회환경에 통합되거나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은 고립되거나 주변
화된 외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많았다. 그리고 통합형과 동화형의 외국인 아내들은
주변화형의 아내들에 비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Kim, 2008, 2009). 외국인 아내들이 현지 주류사회의 아내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적
고, 현지사회에의 적응유형에 따라 출산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산력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Chen, 2007, 2008).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미래 변화상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의 하나가 학
교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국제결혼 부부들의 자녀가 이제 초등학

<그림 3-1>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추이, 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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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나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는 특히 지방 소
재의 학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림 3-1>을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격한 증가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현
재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26,015명이다. 이는 2006년의
7,998명에 비해 무려 225%가 증가한 수준이다. 학교급별로는 아직 초등학교 학생이 다문
화가정 학생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점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수와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어머니나 아버지의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탓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
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이른바 집단적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다
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피부색이나 생김새에 집착하기보다는 또래 간의
유대감을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2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에
기초한 사회화 과정을 최소화 하여 이들이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
다. 이미 방과 후 한국어 및 다문화 교육과 학습상담지도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적지 않지만, 교육환경이 보다 광범위하게 다문화에 노출될 수 있
도록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성상환, 2010).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대만에서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동남아 여성의 자녀와 대만 여성 자녀의 학업성
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자녀의 중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일정 부분이 설명되지만, 학교출석률 또한 중요한 설명변수로 밝혀졌다.
그리고 혼인이주 여성의 출신지역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언어능력이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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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i et al., 2008).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아울러 사회문화적 갈등과 부적응도 초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울러 문
화적 편견과 차별로 한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그번(Ogburn)은 급변하
는 사회현상에 비해 의식이나 문화의 변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조화
와 부적응 상황을 “문화지체”(cultural lag)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지적한 바 있다. 다인종화,
다민족화 추세에 수반하여 한국사회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식이나 문화의 변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이르러 한국 정부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적응을 돕고, 각종 차별대우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등한 문화적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
민정체성의 기반을 혈통, 인종이나 민족이 아닌 시민권에 기초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아
울러 다문화주의적 태도, 규범과 행동양식이 보편화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
성도 제기된다.

♣ 연습문제
1. 한국 혼인이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찾아보자.
2.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증가가 어떤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용어
사회적 거리감, 보가더스 척도,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교육수준, 생활만족도, 삶의
질, 복합문화주의적 태도, 사회참여, 취업상태, 경제활동, 취업률, 직업구성, 종사상
지위, 귀화자, 영주권자, 참정권, 주민자치권,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문화정
체성, 이민자의 적응유형,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고립(isolation)주변
화(marginalization), 다문화 가정, 집단적 소외, 용광로(melting-pot) 정책, 민족적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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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구정책
조영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말
한 사회의 인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구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 의해 증가하기도
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
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구의 변화는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라고 부를 수도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집단인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출생과 인구이동 그리고 사망은 모두 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문화와 제도는 전통에 따른 관습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정부와
같은 사회의 조정 집단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정책은 바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구 현상에 영향을 주기 위
해 정부가 임의로 만든 제도적 노선이나 방침을 의미한다(Demeny 2003).
인구정책은 출생, 이동, 그리고 사망과 같은 인구현상에 영향을 주어 한 사회의 인구의
크기, 즉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인구정책은 인구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어떠한 사람들
로 구성될 것인지의 여부, 즉 인구의 질적인 측면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2010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 연기군에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 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대규모로 이전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로 이주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인구를 줄이고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인구의 크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인구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시가 정부 부처의 이전을 통해 건설
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인구는 대부분은 공무원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는
인구정책을 통해 한 지역의 인구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결정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의 효과는 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한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나타
나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만일 어떤 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
인 해외 인구 유입정책을 펼치면, 이는 인접한 나라들의 인구의 크기는 물론 어떠한 사람들
이 빠져나가는지에 따라 인구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국가 간 경제
적 상호 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노동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만일 인접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노동인력을 공급받던 한 나라가 국내 사정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입을 제
한하는 인구정책을 실시하면, 이는 단순히 국가 간 인구의 유입과 유출의 제한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의 산업시장 및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처럼 한 나라의 인구정책 효과는 그 나라는 물론 인접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인구 자체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제도들도 이 영향력 범위 안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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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정책이 갖는 영향력은 비단 경제 혹은 노동시장과 같이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제도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정책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에 따라 그 사회 성원 개개인의
삶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 사회가 출산율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여,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소
득공제와 같은 세금감면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개인의 자녀출산 의도와 행위는 이 정책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적극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국내의 노동시장을 개방
하는 인구정책을 펼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데, 노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만일
내 직업적 지위나 고용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구정책으로 인한 간접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정책은 인구라는 거시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성원 개
개인의 삶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한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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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구정책의 영역
그렇다면 인구정책이 포함하는 정책영역은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인구정책은 인위적인 인구현상의 변화를 통해 한 사회 인구의 크기와 구성을 변화
시키는 데 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인구정책은 주로 인구현상을 대상으로 마련되는데, 대
표적인 인구현상은 출산, 인구이동, 그리고 사망이다.

1. 출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가족계
획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는 출산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의 좋은 예이다. 출산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은 언제나 출산율을 낮추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
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갑작스런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정
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
르,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등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그 내용과 접근 방법에 있어
크게 차별화된다.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생물학적인 요소인 임신을 대상으로 시행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을 예로 들면 비록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과 같은 캠페인을 전개했지만, 실제로 출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은 피임 방법의 확산
을 통해 임신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전국 단위의 조직인 어머니회를 통해 콘돔이나 여
성용 피임약을 공급하고, 예비군 훈련 대신 정관수술을 실시한 것 등이 모두 임신을 억제하
여 출산을 조절하고자 했던 인구정책이었다.
반면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구정책들은 주로 사회적 제도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인 인구정책은 보육시설의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와 제도 마련, 그리고 자녀
의 수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등인데, 이들은 모두 출산에 직접적이기 보다는 가족이나 기
업 혹은 세금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나 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은 인구정책인 동시에 가족정책,
기업정책, 혹은 조세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아래에서 소개할 것이지만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반드시 생물학적인 요소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의 교육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자녀의
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소개되었고 실제 실행되고 있지만, 출산 억제라
는 결과만을 고려할 때 임신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어
서 많은 국가들은 이를 통한 출산력 억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출산 장려의 경우는 정부
가 임신과 출산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주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
지지 않는 사회적 맥락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은 인구정
책이지만 다른 사회 정책들과 중첩되거나 구분이 모호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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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인구이동과 관련한 인구정책은 크게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인구의 이동을 만들거나 억
제하기 위한 정책과 국경을 넘어서 인구를 유출시키거나 유입시키는 이민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수용소와 같은 집단 거주시설에 수용
하는 경우 이외의 인구이동 정책은, 그것이 국내 이동이건 국제 이동이건 인구의 자발적인
이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배출(push)요소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지역으로 끌어
당기는 흡인(pull)요소의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인구이동 정책은 바로 이 배출 및 흡인요소
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먼저 국내 이동과 관련한 인구이동 정책의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등
장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70-8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과 그 성과가 집중되다 보니, 인구도 서울로 함께 집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과밀한 서
울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의 인구가 이주해 나가
도록 유도하였다. 분당과 일산에 건설된 신도시들은 그 이전에 서울 주변에 이미 건설되었
던 광명, 안산과 같은 위성도시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다.
위성도시는 주로 공단과 같은 산업체를 중심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를 유인
하기 보다는 지방의 인구를 경기 지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방으로부터 위
성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반을 닦아 서울로 다시 이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
면 신도시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거주 공간으로서 서울과 고속화도로로 연
결되고 서울에 비해 우수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는 강력한 흡인요소로 작용하였는
데,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중산층들에게 쾌적한 거주 환경과 높은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기회는 강력한 유인 요소임에 틀림없었다. 물론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들이 잇달아 건설되어
오히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배순석 2001), 최소한 서울 인구의 유출을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국내
인구 이동 정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민이라 불리는 인구의 국제 이동은 인구 집중과 분포의 균형이 주된 목적인 국내
이동과 달리 국제 노동시장 혹은 국가 간 경제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어떠
한 나라가 내국인의 인구가 크게 감소될 것을 염려하여 외국인을 받아들여 내국인의 감소분
을 대체하고자 하더라도, 만일 그 나라의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의 노동 인력을 유인(pull)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유입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나라의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부가 내국인의 외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 하더
라도, 외국의 노동시장과 외국 정부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민을
통한 인구감소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은 많은 국가들이 실제
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인구요소보다 이민을 통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곳
이 바로 미국과 멕시코이다. 미국은 국가 자체가 이민자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65년부터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물론 무조건적인 이민자의 수
용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와는 달리, 중남미와 아시아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국경을 같이 하는 멕시코로부터 유
입되는 이민자 혹은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정책을 펼쳐왔다. 1970-80년대에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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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자들의 힘을 빌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의 농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
런데 이 노동자들은 일손이 필요한 계절에만 미국 거주가 허용되고 일이 끝나면 멕시코로
돌아가야 했는데, 많은 수의 멕시코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미국에 불법체류
자로 남게 되었다. 그 수가 너무 크게 증가하여 외국인 관리가 힘들어지자, 미국은 1982년
불법체류 멕시코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변경하였다. 그런
데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멕시코 노동자들의 미국으로의 유입이 더 커지고, 불법체류자
의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1996년 이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더욱 높게 만들어 불
법 이민을 막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Weeks 2002: 525).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민과 관련한 뚜렷한 인구정책을 펼쳐온 바는 없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학생, 결혼이민자 등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국내 체류는 이민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증가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의 인구규모나 연령구조 혹은 인구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을 권장
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현상
이 지속되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단기체류가 아닌 이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
다는 언론의 보도가 등장한 적이 있다. 이민은 단기체류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단기
체류를 위한 외국인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이나 호주 등에 온 가족과 함께 가서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영구적으로 잡는 것을 의미한
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들어오고, 단기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인구 및 연령구조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민을 통해서 인구의 연령구조와 크기를 조절하고
자 하는 인구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3. 건강 및 사망
출산과 인구 이동을 통한 인구정책에 비해 사망을 통한 인구정책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
다. 특히 그 정책의 목표가 인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함이라면 더욱 더 어렵다. 왜냐하면 현
재 생존해 있는 사람을 인구 조절이라는 목표로 사망하도록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대
로 사망자를 줄여서 인구의 크기를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인구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증진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인구정책으로 보기보다는 보건 및 의료정책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구의 크기가 18세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높아진 것 보다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근대 이전
사회에 이미 출산율은 여성 1인당 가임기 동안 5-7명의 아이를 꾸준히 출산해 왔는데, 이
들 가운데 2-3명만이 생존하여 성인기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식량생산도 증대되고, 식량을 보관하는 방법도 개선되어 먹거리가 풍부해져 산모와 영유아
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위생 개념이 등장하면서 상하수도가 분리되고 개
인 청결 의식 등이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인구의 건강 상태가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증진되
었다(Caldwell 2001). 이처럼 세계 인구의 증가는 출산보다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생
겨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누가 특별히 인구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사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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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인구 크기의 조절은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망력을 통해 인구의 질과 크기를 조절하려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반 이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들을 죽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생존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환자들인 경우 별도의 의료적 치료를 가하기보다는 그대로 사망하게 놔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전쟁 시에 환자가 된 모든 병사들을 다 살릴 수는 없는 형편에
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약간의 의료적 치료만이 필요한 병사들을 선별적으로 선택
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윤리적인 문제와
인종말살정책이라는 비판, 즉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이
주로 저개발국가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누구(서양)를 위해 누구(저개발국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Weeks 2002: 519-520).
최근 많은 나라의 인구정책은 지금까지 언급한 인구학의 세 가지 요소(출산, 이동, 사망)
들을 별개로 고려하여 진행한 것과는 달리 세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동과 출산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출산과 사망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많은 나
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국제화 되면서 세 가지 요소들이 복
합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
대, 시장이 국제화 되면서 노동자의 국제 이동도 빈번해지고 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로 이주한 노동자 혹은 이민자들은 그 나라의 국민들과 전혀 다른 문화적·제도적 맥락에 노
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 및 사망 관련 정책은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과 같을 수
가 없다. 특히 낮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외국인의 대규모 이민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서는 이민정책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및 사망정책이 함께 고려
된다.
한편 출산과 영아사망도 동시에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망하는 영유아의 수가 적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
는 근대 이전의 사회나 저개발 국가들은, 영아사망률은 물론 유아 및 청소년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회에 피임
을 통해 출산율을 낮추라고만 한다면 이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부모의
노후를 봉양할 수 있는 인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
한 사회의 출산력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태어난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이는 사망과 출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인구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
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과 생존 보장을 통해 출산력을 조절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본 절에
서 앞으로 다루게 될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회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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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출산정책) 캠페인에서 사용되었던 표어나 포스터를
찾아 정리하고, 토론해보자.
2. 결혼 및 출산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건
들이 인구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용어
인구정책, 출산, 사망, 인구이동, 출산장려, 출산억제, 인구유출요인, 인구유입요인,
국제이동, 이민정책, 노동시장, 가족정책, 초저출산, 영아사망, 인구의 질(구성), 인구
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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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구정책의 정당성

1.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모든 사회정책들이 그렇듯 인구정책도 준비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인구정책은 출산, 이동, 그리고
사망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한 집합적 합의
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물론 정책의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이 국왕 혹은 전체 인구의 일부인 양반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도 인구정책은 그 정당성에 대한 인구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가족계획정책도 비록 권위주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바 있지만, 이 역
시 국민들의 합의가 따르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임을 통해 출산을 조
절하는 일은 가장 사적인 부부관계에 국가가 관여하는 일이었으므로, 가족계획정책이 부부
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경우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2. 정당성 확보의 요소들
2-1. 국가와 개인의 이해관계 일치성
인구정책의 정당성은 인구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구의 질과 크기의 변화가 집합적
수준의 이해관계가 개인 수준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 극대화된다. 즉 국가가 인구에 인위
적인 변화를 주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구 개개인이 판단할 때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판단과 일치하면 그 인구정책의 수행이 매우 수월해진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복리와 내 개인의 복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인구정책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족계획을
통해 단시간 동안 크게 낮아진 것은 전자의 예이고, 현재 아주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후자의 예이다.
1960년대 정부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가족계획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는데, 그 이유가 높
은 출산율은 영유아 부양비를 급속도로 높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점차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도시화가 진전
되면서 많은 수의 자녀는 그만큼 많은 부양을 위한 비용지출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빈곤의
탈피라는 국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가족계획정책은 합계출산율을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반대로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
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록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그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족계획정책을

- 194 -

통해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처럼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단기간 동안에 획
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는 인구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낮은
출산율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예고하고 이는 고령인구부양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높일 것
이 분명한 반면, 개인 차원에서는 혼인과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이 본인의 현재 삶의
질과 경제적 발전에 있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2-2. 정책효과의 시의적절성
인구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국가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함께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시의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어떠
한 인구정책이 집합적 수준에서 국가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해도, 만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장기적일 경우에 국가와 달리 개인은 정책
에 순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의 질과 크기의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반면 개인은 중장기 미래를 바라보기
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더욱 중시한다. 이처럼 국가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점이 시
기적으로 다른 경우 인구정책의 정당성 확보는 매우 어렵게 된다.
2-3. 정책효과의 형평성
인구의 크기와 질에 대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져올 결과가 국가 전체로 보아 아무리 긍정
적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통한 결과가 일부 인구 집단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구정책
의 정당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민의 수용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노
동력 부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이 그 좋은 예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 인력의 부족
은 그 국가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고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
적 부양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때 국가는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여 노
동인력의 부족을 극복하려는 정책을 고려하게 되는데, 외국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의 노동시장 보다는 제조업과 같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낮은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노동시장은 하나가 아니라 계층에 따라 분절되어 있
는데, 높은 계층은 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노동
시장을 개방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분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입된 외국인 노동력을 통한 생산은 국가 전반적으로 보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낮은 계층 인구의 삶의 질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오히려 악화
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전체로 보아 긍정적일지라도 그 효과가 일부 인구집단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경우 인구정책의 정당성 확보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4. 정책수행의 비용
인구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정책 수행의 비용이다. 정당성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정책 수행의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출산 억제
정책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인 차원에서도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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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본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출산 억제
정책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실제 출산이 억제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피임이건 교육이건 비용이 지출되게 된다. 이 비용을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국가의 재정이 열악하고 외부의 원조도 부족한 경우, 출산
억제를 위한 비용은 개인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 특히 피임은 그것이 남성의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적인 방법이건 콘돔이나 여성용 피임약과 같은 일회용 방법이건 간에 비용을 수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하다고 할지
라도 이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출
산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 하
나가 바로 피임비용이 전적으로 개인 및 가족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이다(Hennink and
Madise 2005).
둘째는 정책의 비용 효과성이다. 어느 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인구정책 역시 정부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인구
정책이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이 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비
해 크다면 그 정책의 수행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이건 그 정책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할지라도 정책 수행의 결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충분한 예산의 확보는
어려워지는데, 인구정책이 특별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인구정책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나타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은 우리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을 이미 20년 넘
게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아직까지 일본의 출산율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는 예측이 더욱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의 사용이 비효율적이었
다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2-5. 사회적 가치관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인구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추진되는 인구정책의 내용
과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출산과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
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출산 억제 정책을 수행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을 종교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좋은 예이다. 실제로 중남미 국가들은 가
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 정책을 수행한 바 없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중남이 국가들이 이미 제1차 출산력 변천(합계출산율이 4-6명 수준에서 2명 수준
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는 가족계획정책의 결과가 아닌 산업화와 도시
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변화한 결과이다(Caldwell and Caldwell 200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정책들에 비해 인구정책
은 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정
책 수행 과정에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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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우리나라의 인구이도 양상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달라져왔다. 60년대 및 70
년대의 인구이동 양상은 국내이동이 주류를 이루어, 수도권 및 남동해안지방의 공
업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 및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이동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각 시기의 인구이동
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력은 계속해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정부의 정책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 용어
인구정책의 정당성, 이해관계의 일치성, 정책효과의 시의적절성 및 형평성, 정책수행
비용, 가치관, 가족계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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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사회의 인구정책

1. 인구폭발에 대한 위기감
인구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근대적 의미의 인구학적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
진 맬서스로부터 시작된다. 맬서스는 그의 1798년 저작인 Essay에서 당시 유럽 도시 빈민
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분석하면서 과잉인구(overpopulation)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맬
서스에 따르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 식량자원의 생산을 넘어서는 상태인 과잉인구가 도
시 노동자들의 빈곤의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잉인구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맬서스의 기본 주장이었다. 비록 맬서스가 과잉인구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긴 하였지만, 당시 전 세계는 물론 유럽의 인구도 과잉으로 볼 만큼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림 85> 세계의 인구증가

단위: 억 명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1998 Revision

본격적으로 인구가 과잉되어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전 세
계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였다. 1900년 1
억 6천만 명에 불과하였던 세계 인구는 2차 대전 직후인 1950년 2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하
였다. 이후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0년 뒤인 1980년에는 거의 두 배인 4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바로 맬서스가 경고한 기하급수적 인구증가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인구증가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아닌 저개발국가들
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는데, 당시 UN은 2000년에 전 세계인구는 60억-70억에 달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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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대적으로 저개발국가들의 인구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견하였다(Benjamin 1962).
실제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인구는 2000년에 61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대
부분 저개발국가들의 인구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는 저개발국가들의 사
망력은 점차 감소한 반면 출산력이 여전히 근대화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
다. 결국 출산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인구의 급속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되었다.
비록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인구의 증가는 필수적이지만,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의 인구
가 두 배 혹은 세 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개발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
다. 특히 당시 많은 인구학자들은 급속한 인구증가는 저개발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예견은 저개발국들이 아니고 이미
인구와 경제적 성장을 경험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로부터 나왔고, 1950년대 후반 처음
으로 세계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세계 인구정책의 핵심은 출산율의 하락이었다. 가임기 동안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6명 이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2명에 가깝게 만들지 않고는 전 세계 경제의 지
속가능성은 불투명 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저개발국가들의 출산율
하락이 그냥 발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UN은 선진국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를 설립하고, 자국의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출
산율을 저하시키고자 희망하는 저개발국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출산율 하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희망하는 자녀의 수의 감소였다. 왜냐하면 자녀
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요구 변화가 선행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의 하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출산력이 하락한 선진국들의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Demeny 2003).
1-1. 출산 억제를 위한 정책
그렇다면 자녀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유엔인구기금을 통해 마련되었
고, 실제 실행되었을까? 국제 사회에서 이상적인 자녀의 수를 줄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하락
을 위해 마련된 정책 혹은 전략들은 크게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Coale
1969), 출산력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 낮은 출산력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유리
하다는 판단, 그리고 실제로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이 그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부터 실제 많은 저개발국가들에서 사용된 인구정책들이 개발되었다.
<표 1>은 각 전제 조건으로부터 어떠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인구정책들이 사용되었는지 나
타내고 있다.
합리적 판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두 번째인 작은 수의 가족에 대
한 동기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그 역시 잘 작동하지 않으면 세 번째인 출산율 조
절을 위한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발전되는 것이 초기 유엔인구기금에 의해 권고된
정책 방향이었다(Weeks 2002: 526). 하지만 윅스(Weeks, 1992)에 따르면 출산율을 감소
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펼쳤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서 성공하지 못
하고 세 번째 방법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가족계획
사업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이 바로 위 표의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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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족계획사업
1965년에 21개 국가들이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하였고, 이 수는 1974년 86개 국가로 증
가하였다. 다시 1989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91%에 달하는 123개 국가가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UN, 1989). 1980년대 말까지 가족계획사업은 주로 산아제한을 원하는 여성이
필요한 산아제한 방법을 제한 없이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표 1> 출산율 하락을 위한 인구정책들의 예
출산 관련 가치관 변화의 전제조건
1. 출산이 합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소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야 한다.

실제 고려된 정책의 예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
⦁여성에게 출산과 관련한 모든 권 ⦁대중 교육의 확산 장려
리를 부여하기

⦁부부간 의사소통의 장려

⦁합법적 혼인 연령 높이기
소자녀 유인책 (Incentives)
⦁출산 억제에 대한 장려금
⦁경제 성장
⦁작은 가족에게 교육, 직장, 주택
⦁여성의 교육 기회 신장
에서의 지원 확대
⦁여성의 노동 참여 기회 신장
⦁출산율 하락을 위한 지역 차원의
⦁영아 및 유아 사망률 감소
접근
다자녀 억제책 (Disincentives)
⦁출산 아동에 대한 가산세
⦁아동/청소년 노동을 제한하는 법
⦁산부인과 비용 혹은 교육비와 같
은 자녀 출산 및 양육 비용 높
이기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률 마련
⦁의무교육 기간 연장
⦁지역 출산 쿼터제 마련

⦁불임시술의 합법화
⦁모든 종류의 피임 합법화
3. 효과적인 출산율 조절 방법이
있어야 한다.

⦁가족계획 전달 체계 마련

⦁피임의 필요성 및 지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피임 산업 육성
⦁보건소를 통한 피임 지식 및 방
법 전파

⦁피임을 장려하는 정치인들의 노
력

⦁피임 도구에 대한 접근성 향상
⦁가족계획 지도원 양성
출처: John R. Weeks, 1992

그런데 이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한 모든 국가들의 출산율이 원하는 만큼 하락한 것은 아
니다. 1990년에 인구가 최소한 1천 5백만 이상인 국가들의 가족계획사업과 그 결과를 면밀
히 분석한 몰딘과 로스(Mauldin & Ross, 1994)는 <표 2>와 같은 평가를 내 놓았다. 이들
은 특별히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국가들이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 2.1에 도달할 수 있는
지 아닌지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1980년대 초반 이미 합계출산율 2.1이 된 우리나라는 당
연히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2015년까지는 확실히 인구재생산 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2.1)에 도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국가마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여부가 다른 이유로 가족계
획사업에의 접근성 여부, 지역사회를 통한 사업 전개 여부, 다양한 피임 방법의 전달,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가족계획과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그리고 임신중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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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피임의 강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찰된 바 있다(Samara, Bucker, and
Tsui 1996).
<표 2> 2015년까지 인구재생산 수준 출산율 국가별 도달 가능성
매우높음
중국
북한
아시아

남한
스리랑카
대만
태국

높음

낮음

없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이집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모로코
터키

알제리

이라크

이란

수단

에티오피아
가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자이르

출처: Mauldin and Ross(1994), Weeks(2002: 529)에서 재인용

흥미로운 사실은 가족계획사업이 반드시 정부의 인구정책으로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NGO(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졌던 나라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출
산력 하락이 그 좋은 예이다. 이집트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이미 민간단체와 자발적 조직
들이 가족계획을 시술하는 클리닉을 도시 지역에 설치하였는데, 이 클리닉에서는 남편의 허
락을 얻고 출산 조절을 통해 건강과 경제적 증진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피임에 대해 교육하
고 필요한 경우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집트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시작하여 1960년 7.1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이 2000년 3.3으로 감소되었다.
1-3. 출산 억제를 위한 다른 정책들
한편 출산율 하락을 위해 가족계획사업만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즉 위 <표 1>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인 작은 수의 가족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 유인책(incentives)과 억제책
(disincentive)을 적절히 사용하여 출산율 하락을 꾀한 나라들도 있었다. 바로 중국과 싱가
포르가 대표적이다. 먼저 중국은 유인책과 억제책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자 1979년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마련하였다. 바로 “한자녀 정책(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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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olicy)”이 그것인데, 1명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더 이상 출산을 억제하기로 정부
에 신고하면 그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보육 및 양육비를 지원 받았다. 반대로 2명 이상
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지도록 만들어 작은 수의 자
녀에 대한 선호를 키우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거의 20년 만에
7에서 인구재생산 수준인 2.1 보다도 낮게 하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강력한 인구
정책을 펼치면서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책과 억제책을 모두 사용하였다.
싱가포르는 출산력 하락을 위해 억제책만을 사용하였다. 처음 싱가포르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확산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자 1969년
부터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둘이면 충분하다”는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세 번째 자녀에 대해 학교 진학에서의 불이익,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 시에 받았던 출산 휴가의 금전적 반납, 공공 임대주택 거주 제한, 소득공제 불이
익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국민들이 실제로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출산율이 하락되었다.
또 다른 예는 브라질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을 믿고 있는 브라질은 가족계획사업
을 인구정책으로 시행한 바 없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유인책이나 억제책을 추진한 바
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6.0에 달하던 브라질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3.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중 매체를 통해 새로운 자녀 가치관의 확산이 이와 같은 출산력 변
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예는 인구증가의 억제 혹은 출산율 하락은 다양
한 경로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저개발국가는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
가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산아 제한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인구정책들을 펼쳐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들이 인구증가 억
제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나라가 주목할 만한 수
준의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구정책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 혹은 자녀 가치관
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출산을 억제하기 만들기 보다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
획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
한 개인의 권리 그리고 여성과 태아의 건강이 도외시 되는 경우가 많은 국가들에서 발견되
었다. 예컨대 중국의 강력한 “한자녀 정책”은 사회의 남아선호사상과 겹쳐지면서 여자 아이
임신 시 임신을 중절시키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바 있다. 가족계획사업의 실패 사례
그리고 부정적인 부산물 등은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회의에서 많은 인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고, 그 이후 인구 증가의 억제를 위한 인구정책은 크게 변화하게 되
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2.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
비록 전 세계의 인구는 20세기를 통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 추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출산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인구는 증가할지
라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20세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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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출산력변천을 경험한 서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1960년대 이전에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져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
견되었고, 저개발국가들과는 정반대로 떨어진 출산율을 반등시켜 인구 감소 추세를 지연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은 서유럽국가들 이외
에도 구공산주의국가였던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사회 및 경제 발전과 가족계획사업
을 통해 1970-8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동아
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2-1. 출산 장려 정책의 현실적 어려움
그런데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인구 감소 추세를 억제하려는 인구정책은 산아 제한을 통해
인구 증가 추세를 억제하려는 것이 비해 훨씬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인구학자들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유엔
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깊게 관여하는 것과는 달리, 인구의 수를 키
우기 위한 정책은 국제 사회의 공조가 거의 없이 개별 국가들이 알아서 실행해 온 것이 일
반적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보자. 1960년 6.0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은 산아 제한을 목
표로 한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이후 매년 감소하였는데, 이 가족계획사업은
유엔인구기금의 예산과 기술지원을 통해 가능하였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1.0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
고 있다. 그 노력의 결정체가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데,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증가하기 보다는 거의 변화 없이 1.0에 가깝게 머물
고 있다. 그리고 비록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현상을 먼저 경험한 적 있는 유럽과 일본의 사
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바는 맞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예산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받은 바
없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정책, 특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성공하기도 힘들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데, 왜 그런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높은 출산력으로 인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는 것은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일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 낮은 출산으로 인
한 인구 감소는 국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낮은 출산력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 나라의 내부 사정이지 그로 인해 다른 나라
의 사회, 경제, 혹은 문화가 영향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
둘째, 비록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이 낮은 출산율이 수년간 지
속되더라도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세대가 지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인구대체수준 밑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2000년대
에는 1.0에 가깝게 지속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게 되는 시점은 201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출산율이 낮더라도 인
구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기 쉽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인구의 증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계획정책
만이 확실한 대안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그런데 인구 감소의 경우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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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환경, 교육, 주택, 교통 등 많
은 사회적 문제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겨난 일이었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걱정하기보다
는 오히려 반기는 경향도 강하게 존재한다. 즉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인구의 수보다는
인구가 지나치게 빨리 고령화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반
드시 출산아 수를 늘림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 문화, 이민, 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그만큼 실행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넷째, 사람들이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인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화, 교
육, 세대 관계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가 얼마나 출산 기피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그 요
소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인구 혹은 출산 정책이기 보다는 경제정책, 문화정책, 교육정
책 등 사회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은 세금감면, 아동수당, 부양수당, 보
육시설 확충 등인데, 이 정책들은 모두 아동과 아동을 낳고 키우는 가정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들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지원들이 없었다면 출산율은 더 하락했
을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다. 비록 프랑스와 스웨덴 등 북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최근 증가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위에 언급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들 없이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 위 정책들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 내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인구가 실제로 증가시키
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
각한 많은 선진국들은 출산을 장려가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산 억제
정책과는 달리 출산 장려를 위한 많은 정책들은 인구정책 보다는 가족정책으로 여겨지고 있
다. 왜냐하면 정책의 대상이, 출산 자체가 아니라 출산이 이루어지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가족은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의미의 가족은
물론, 서유럽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동거 관계를 통해 자녀가 출산된 가족도 함께 포
함한다.
2-2.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
그렇다면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은 어떠한 것들
이 사용되고 있을까?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1974년 인구대체수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여
1994년 1.6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8년 다시 2.0까지 증가한 프랑스
의 출산장려정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프랑스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한 정책은,
비록 시기에 따라 그 상세한 내용은 바뀌어 왔지만, 특징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매달 출산한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을 위한 특별 수
당, 그리고 무료 보육시설, 무상교육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정책들
을 사용한 또 다른 국가는 스웨덴이다. 물론 프랑스도 스웨덴도 위에 언급한 정책들을 시행
하면서 그것들을 특별히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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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다시 반등할 수 있게 하였는지에 대한 평
가는 내려진 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여성이건 남성이건 출산한 이후 생겨날 수 있는 경력단절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출산으로 인한 기회불균등의 해소에 충분히 역할을 한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
책은 비록 경중에서 차이는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이르기 이전부터 이미 시
행되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1.6 수준까지 떨어졌어도 지난 40여 년간의 일과 가정이 양
립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노력으로 인해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 모두 출산율의 반
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컨대 남유럽 국가들인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서독 그
리고 통일 이후 독일 등 국가들은 프랑스와 스웨덴과 유사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지난
20-30여 년간 실행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
려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국가들의 가족 정책의 내용과 역사가 스웨덴
과 프랑스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록 유사한 정책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 국가들은 인구감소의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정책들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했더라도 왜 출산 반등이라는 정책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일까?
그 원인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저출산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나 스웨덴과
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지적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즉 이 두 국가
와는 달리 남유럽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나 사회적 특성들이 같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같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
지만,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부장적인 사회 및 가족제도이다(Billari 2008).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유럽국가들은 대부분 매우 강한 가부장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
다. 즉 사회와 가정에서 남성의 지위가 여성에 비해 매우 높고, 남성과 여성의 노동 분업이
여성은 가정, 남성은 사회로 매우 명확하다. 비록 이들 국가들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회의
곳곳에 배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
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의지가 높아지고 실제로 젊은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이 점차 높아져
왔다.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노동분업 구도에서는 여성이 주로 가정을 담당하여 가사노동과
자녀의 출산, 양육, 부양, 심지어 교육까지 담당하였지만, 여성의 노동참여 욕구가 높아지면
서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노동분업 구도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이 사회의
영역에서 노동도 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영역에서 기존에 주어졌던 역할과 기능도 동시에 수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혹은 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려 시도하였더라도, 여전히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정 내에서의 성별 분업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
의 목표인 일과 가정의 균형은 거의 달성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시설을 확
충하고 사회의 영역에서 남녀의 성별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 목표가 여성의 일
과 가정이 양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들의 혼인 및 출산 의지를 더욱 떨어뜨리
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에서 남성
과

여성의

지위를

비교하고

이를

다시

출산력의

McDonald(2000)의 연구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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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연계하여

분석한

P.

최근에는 주택과 관련한 맥락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정책 효과성 차이를 가져온 주된 원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멀더(Mulder, 2006)는 남유럽 3국은 집 소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데, 특히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혼인과 출산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의 차이
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유 욕구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녀
의 출산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택과 관련한 정책 자체가
인구정책 혹은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듯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택 혹은 살 곳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조건임에 틀림없
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까지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주택 정책은 간접적으로나마 인구정책과 큰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정책 목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부분의 가족정책은 여성 혹은 남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
하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보육 그리고 나아가 교육에 드는 직·간접비용을 줄여주는 방향
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는 앞서 예로 든 프랑스와 스웨덴을 비롯하여 남유럽 국가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의 방향이다. 물론 프랑스와 스웨덴이 이 정책들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을
목표로 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인구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이를 통해 최소한 출산을 기피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난 바 없
다는 데에서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고 실제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출산의 장려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들
의 정책목표가 어떠한 인구현상에 집중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여성들의 평균 출산
연령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만일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한 사회
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결혼 혹은 출산 시
기를 늦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출산 연령이 잠깐 연기되더라도 여성들이 다시 조금
출산을 하여 일생을 통해 원래 계획했던 수의 자녀를 출산한다면 개인적으로 보아 절대로
저출산이라 할 수 없다. 예컨대 원래 두 명의 자녀 출산을 원하고 있던 여성이 경제적 어려
움을 피하기 위해 20대 후반에 한 명, 30대 전반에 한 명을 출산하기 보다는, 좀더 경제적
여유를 마련한 후인 30대 중반에 한 명, 30대 후반에 한 명을 출산한다면, 개인적으로 보아
평생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크게 달라진다.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출산하는 연령이 뒤로 늦어지
면 합계출산율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서 크게 낮
아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때문인데,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혼인 연령과 출산 연령이 전반적으로 크게 늦어진 바 있다. 그런데 혼인과 출산의 연
기가 반드시 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통상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기된 혼
인과 출산은 다시 회복되기보다는 아예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인
구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즉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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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는데, 하나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다시 앞당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출산이 연기되어도 그것이 포기로 진행되지 않고 다소 늦은 연령에서라도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예를 들었는데, 이 두 나라는 위 두 가지 정책 방향
가운데 두 번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
경의 조성이 매우 중요한 정책들 가운데 하나인데, 일을 많이 오래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녀를 출산할 때 국가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출산을 가정주부로 혹은 이른 나이에 하기보다는,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직업적 지
위를 마련한 이후에 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출산을 미루되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매우 높다.
물론 출산의 연기를 억제하거나 오히려 앞당기기 위한 정책도 가능하다. 예컨대 둘째 자
녀 이상에게 주는 아동수당을 크게 높이고 양질의 무료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거
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곳에서 둘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매우 저렴하면
서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출산을 일찍 시작하여 두 명의 자녀를 빨리 낳는 것이
늦게 출산하는 것에 비해 얻게 되는 혜택이 훨씬 크다. 이 경우 사람들은 출산을 연기하기
보다는 이른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 연령에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과 출산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포기로 발전되
지 않도록 하는 방향 가운데, 어떠한 것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데 더욱 효율적이고
유리한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
문에,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욱 좋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의 하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현재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막
대한 국가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 정책은 다른 사회정책들과의 밀
접한 관계로 인해 그 정체성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2-4. 저개발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개발 국가는 출산율이 높아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
책을 마련하고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낮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
하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출산을 통해
인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한 정책을 마련해 본 적이 없다. 미국의 인구정책은 그야
말로 인구이동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와 반대로 저개발 국가들 가운데에
서 현재의 출산율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
다. 주로 사하라사막 이남에 위치한 국가들로서 1980년대에는 코트디부아르, 콩고, 기니,
그리고 1990년대에는 가봉이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한 바 있
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베냉, 토고, 마우레타니아, 소말리아, 차드, 앙골라, 적도기
니, 그리고 자이르 등 국가들은 현재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인구 성장률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 성장 억제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펼치고 있지 않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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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반드시 인구의 크기가 감소되거나 그 위험성이
인지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의 출산 수준이 높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도,
정치적 혹은 군사적 이유로 인구가 더 커지길 희망하는 국가들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의 출산장려정책은 앞서 살펴본 선진국들의 출산장려정책과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선진국들이 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출산 및 보육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개발국가들의 출산장려는 주로 자녀의 가
치관과 여성의 출산 및 보육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3. 1994 카이로 국제인구회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전 세계의 인구가 저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하기 시작하여 그 증가추세가 세계의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국제사회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인구정책의 마련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 유엔인구기금(UNFPA)이 창설되어 선진국들이 저개발국가들의 인
구 증가 억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미국도 자국의 국제개발기구인 USAID를
통해 인구와 관련된 국제 원조를 실시하였다. 비록 출산을 장려하고 산아 제한을 반대하는
유럽 카톨릭 국가들의 참여가 미약하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저개발국가의 인구
성장 억제를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 지원의 규모와 내용이 성장하
면서 점차 국제 인구의 성장과 인구 성장 억제를 위한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대한 욕
구도 함께 성장하였다. 그 결과 유엔의 주도로 국제 인구 현상과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국제회의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74년부터 매 10년 마
다 개최되고 있는 국제인구회의(World Population Conference)이다.
국제 인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인구회의는 1974년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
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다. 약 2주 간 계속된 회의는 그 결과로 국제인구계획(World
Population Plan of Action)을 내 놓았는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의 인구
에 대한 국제 정책이라는 점과 원조의 공여국가인 선진국들과 수여국가인 저개발국가들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Berelson 1975). 가장 대
표적인 공여국가였던 미국은 저개발국가들이 얼마나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인구 증가를 억제
할 수 있는지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저개발국가들은 선진국 중심으
로 구조화되어 있는 국제 경제 질서에서 자신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10년 뒤 국제사회는 국제 인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다시 모였다. 이 회의는 1974년 첫 번째 국제인구회의 이후 실행된 국제 인구정책을 평가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하는지 협의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지만,
첫 번째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여국가와 수여국가의 의견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은 급속한 인구증가는 발전과 개발에 장애라는 것에 동의

4) 한편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중동에도 존재하는데 이스라
엘과 이라크가 그들이다. 이라크는 200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5.0대에 머물고 있고 이스라엘도 3.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출산율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국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증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eks 2002: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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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진국들의 더 많은 원조와 기술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의 요청에 대
해 인구의 증가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며 젊은 인구는 장애가 아니라 발전과 개발에 오히
려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국제인구회의는 회의의 결과를 “인구와 개발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으로 정리하였다.
제2차 국제인구회의 이후 국제 인구정책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
다. 그 첫 번째가 여성주의(feminism)가 인구 정책에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게 된 것
이고, 두 번째가 정부이외에 NGO들의 역할이 점차 커진 것이다(Finkle and McIntosh
1994). 먼저 여성주의와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인구 정책들은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억제가 주된 목표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아제한 사업을 강력하게 펼
쳤는데, 그 과정에서 출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입장과 의견은 철저히 무
시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여성에게 산아제한을 강요하
기 보다는 여성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자
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를 통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었다. 둘째로 NGO
의 경우는 정부의 관료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보다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NGO들은 산아제한 보다는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와 건강(reproductive health), 그리고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의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3차 국제인구회의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1994
년 개최되었다. 이때는 국제인구회의라는 명칭 대신에 인구와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회의의 결과로 실천과제(Programme of Action)를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젠더
관점의 아젠다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산아제한을 위한 피임 등 출산 억제 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모자보건과 재생산권리와 건강이 주된 아젠다로 등장하
게 되었다. 이 1994년 회의는 이전 회의들과 질적으로 매우 달랐는데, 이전 회의들에서는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이 억제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쟁점 사항이었던 반면,
이때부터 출산보다는 인권과 건강을 통한 인구문제의 해결과 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주
된 쟁점 사항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평가도 변화하게 되었다. 즉 피임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한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이 1960년 6.0이었던 합계출산율을 1980년대 초반
2.0으로 크게 떨어뜨렸는데, 그 결과로 인구 성장이 크게 억제되었기 때문에, 제1차와 제2
차 국제인구회의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매우 성공
적인 사례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제3차 회의에서 결의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
계획사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족계획사업이 주로 관주도로 남성이 아닌
여성을 주된 타겟으로 삼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모성 건강이나 재생산 권리에 대
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족계획에 실패한 경우 여성이
그 책임을 져야했고, 강력한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의 전통 하에서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여성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 혹은 남편의 부모들이 내
리게 되어 여성의 몸은 단순히 출산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결국 모성건
강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강조한 제3차 회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
은 그다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예와 같이 이 시기 이후로 가족계획사업은 그 내용이 이전과는 크게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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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단순히 산아제한을 위한 방법과 지식을 전달하던 가족계획사업이 이전까지였다면, 이
제부터는 여성들이 스스로 원하는 자녀의 수를 판단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알맞은 피임방법
을 선택하고, 나아가 여성도 태어나는 아가도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의 조성이 가
족계획사업의 중점과제가 된 것이다. “실천과제(Programme of Action)”의 주된 내용을 살
펴보면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래 <표 3>은 이
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3> 출산과 관련하여 "실천과제(Programme of Action)"에 제시된 주된 정책들
*여성의 권한 증진과 성불평등 제거(Empower women and eliminate inequalities between men
and women)
*여아의 가치 확장(Expand value of girl children)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증진(Promot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all areas of life)
*가족계획의 자발성 원칙에 대한 지원(Support the principle of voluntary choice in family
planning)
*2015년까지,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가족계획 수단 보급(By the year 2015,
provide universal access to a full range of safe and reliable family planning methods that
are not against the law)
출처: UN 1994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Weeks (2002: 550)에
서 재인용

1994년 카이로 회의는 출산 관련 인구정책 이외에도 사망과 인구이동과 관련된 인구정
책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모성 및 영유아 사망과 건강
의 증진을 위한 노력, 2005년까지 세계 인구의 기대수명을 75세까지 늘리겠다는 노력, 그
리고 AIDS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사망과 관련한 주된 의제로 협의되었다. 인
구이동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개발을 늘리고, 불법이민자를 예방하고, 난민(refugee) 이주의
원인을 밝히는 것, 지역 개발 전략을 채택하는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상과 같이 수차례 있었던 국제인구회의는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는 한 나라
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좋은 예이다. 비록 매 회의마다 공여국과 수여국의 입장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
났고, 이 때문에 국제 인구정책이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매 회의마다
새로운 아젠다가 형성되고 그것이 인구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
제인구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년 회의 이후 전 세계
는 5년 뒤인 1999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다시 모여 1994년에 채택된 실천과제들을 다
시 정리하였지만, 그 후 10년 주기의 인구회의는 다시 개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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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최근 저개발국가와 선진국은 인구증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 간에 어떠한 입장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
지구적차원에서는 인구증가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 인구증가가 계
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 용어
인구폭발, 과잉인구, 맬서스, 유인책(incentive), 억제책(disincentive), 한자녀정책,
가족계획사업, 카이로 국제인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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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21세기의 인구정책
벌써 새로운 세기도 10분의 1이 지나갔다. 앞으로 인구정책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아젠다
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물론 국가별로 인구와 관련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정책
도 국가마다 크게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
책이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이고 앞으로도 출산율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출산장려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줄어들게 될 노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외
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비록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인 합의과정이 없었지만, 계속 증
가하기만 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당장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의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민의 수
용은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인구정책의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볼 때, 인구정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이다. 이미 아
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계속된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지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인구의 이
동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지의 축소는 빈곤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우 크다. 20세기에는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인류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방해할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면 21세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살고 경작할 수 있는 지구의 면적이 줄어
들게 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혹은 지
구온난화 문제는 국제 인구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또 다른 의제는 바로 건강불평등이다. 산업화가 진행된 20세기 동안 전 세계는 비록 전
반적인 물질적 풍요를 확대해 왔지만 동시에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의 계층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해 왔다. 아직까지는 이 커지고 있는 불평등이 경제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21세기에는 이것이 비경제적인 영역, 특히 건강과 사망의 영역에까지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건강과 사망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사회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모든 계층에서 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건강
의 상대적 불평등이 1990년대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강은정 외
2008). 특히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건강불평등의 확대는 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고 그것이 역으
로 국가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구정책에서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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