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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사회정책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여성의 삶을 도구화하는 데 대한 강한 비판과
저항 또한 급속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청년 여성들은 ‘출산’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영역에서 ‘출산하는 몸’으로 간주되고
동원되어 온 데에 강한 분노와 거부감을 표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적극 대응하여, 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2월
‘출산 장려’를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수정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국가주의적 관점을 내려놓고, 정책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들, 그리고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양적, 질적 자료는 여전히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생애전망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이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남녀의 상이한 경험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당사자
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2차년도로 기획된 연구 중 본
연구는 연구의 전반부로서 청년층 생애전망의 젠더적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존자료 분석과 청년층 인터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정책이 청년층의 현실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성과 이슈들을 재정비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이끌어 가는 데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에는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자문회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성심껏 자문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원내외 연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상건 선생님께 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연구요약

Ⅰ. 서론 및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전망에 대한 젠더분석에 기반하여 당사자
관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본 연구는 2차년도로 기획된 연구의 전반부로써 청년층의
생애전망과 정책인식에 대한 실태 연구와 정책진단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음. ‘청년’은 최근 정책들에서 연령 상한을 높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길게는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청년층을
연령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경우 만 20~39세 연령대로 정의함.
○ 기존 연구들에서 최근의 청년세대는 경쟁에서의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된
세대(김홍중, 2009)로 자주 언급되지만, 계층별, 지역별 차이도 목격됨
(정수남 외, 2012; 최종렬, 2017). 최근의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젠더 측면의 변화로 보이며, 과거 ‘남성의 노동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과정’이 해체되고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이순미, 2014).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된 생애전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
하지 않다면, 청년세대, 특히 청년 여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김영･황정미, 2013) 상황에서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김영미, 2016a).
○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내용을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고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였음.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짐. 첫째,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성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확인하였음. 둘째,
청년층에 대한 집단초점인터뷰(FGI)를 통해 졸업과 취업, 결혼과 자녀
출산 등 ‘청년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향후
생애전망,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셋째,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구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넷째, 마지막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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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정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의 정책담론을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하여 정책방향을 제언함.

Ⅱ. 청년층의 생애전망 변화: 양적자료로 본 2030 세대 추이
분석
○ 본절에서는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형성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탐색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세대로 올수록 2030 세대의 고용률은 유배우율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의 2030 세대에게 일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인 반면,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20대 초반까지는
고용률이 유배우율을 압도하지만 20대 후반부터는 고용률과 유배우율이
교차하면서 30대 초반에는 유배우율이 고용률을 압도함.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유배우율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져서, 7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 즉 현재 40대 초반 여성들의 경우 20대 후반에 고용률은
피크를 이루는 반면 유배우율은 크게 낮아져서 20대 후반에도 고용률이
유배우율을 압도하게 됨. 이후 출생코호트들에서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한층 심화되어 20대 후반에 고용률과 유배
우율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30대 후반 여성은 30대 초반에 고용률과 유배우율이 모두 60%
내외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됨. 즉 현재의 2030 세대 여성들은
결혼해도 고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청년기의
생애과정이 가족중심 생애과정에서 보다 노동중심 생애과정으로 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순미,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함. 이와 같은 생애과정의 변화가 급속하게
나타난 시점이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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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변화는 “임신, 출산, 양육 등 당면한 생애
주기상의 과제를 ‘자신의 선택으로’ 미루어가면서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의 파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배은경, 2009)”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단위: %)

자료: 1)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
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1] 여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60년대후반-90년대초반 출생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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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결혼 및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에서는 최근의 2030 세대에게 결혼
규범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비혼동거에 대해서도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지만, 비혼출산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결혼에 대한 동의는
제한적임. 전반적으로 ‘결혼해야 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결혼을
둘러싼 규범은 최근의 2030 세대에게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규범, 이혼규범에 대한 동의도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가운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30 여성들의 약 27%만이 ‘결혼
해야 한다’, 약 16%만이 ‘이혼하면 안 된다’에 동의함. 남성들의 경우
결혼규범에 동의하는 여성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결혼해야 한다’는
약 42%, ‘이혼하면 안 된다’는 약 28% 수준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함.
즉 최근의 2030 세대, 특히 2030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더 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거나 지속해야할 생애과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비혼동거과 비혼출산 등 대안적 친밀성에 동의하는 비율을 살펴
보면, 2018년 응답에서 동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비혼동거에 대해서는 2030 여성들의 약 72%, 남성들의
약 75%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동의도가 높았던 반면, 비혼출산의
경우에는 2030 여성들의 약 36%, 남성들의 약 39%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까지 동의도는 높지 않은 수준임. 이러한 응답은 ‘외국인
과의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0 여성의 약 86%,
남성의 약 81%로 매우 높은 것과 비교됨.
○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간의 응답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2018년 응답에서 동의
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2030 여성들의 약 39%, 남성들의 약
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황정미(2018: 32)는 이러한
경향을 단순한 전통적 결혼규범에 대한 동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없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즉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으며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자유로운 인식이 증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의 문턱을 넘고
아이를 낳는다는 현실 앞에서 친밀성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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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상상에 그치고 만다”는 것임. 청년들에게 “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결혼과 출산은 방어적･회피적으로 대응해야 할 생애사건”에 머무
르고 있다는 지적은 2018년의 응답에서 발견되는 다소 급진적인 변화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함.
○ 셋째, 가사노동 분담과 여성의 일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추이를 살펴보면,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대한 동의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었고 2017년
이후 그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져 성별분업규범에 동의하는
2030 세대는 이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사가 ‘여성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2030 여성의 약 19%, 남성의 약 26%만이 동의하고 있음.
여성이 '가정 일에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2017년에 동의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
확인되는데, 2030 여성의 약 59%, 남성의 약 52%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최근의 2030 세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며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더 분명하지만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넷째, 최근으로 올수록 계층이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감소하였는
데, 특히 2011년과 2015년에 분절적으로 크게 긍정적 전망이 감소한
것이 확인됨. 2017년을 기준으로 2030 남녀 모두 본인세대는 약
22%, 자녀세대에 대해서는 약 26%만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이러한 응답은 2009년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 전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요컨대,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은 ‘가족중심 생애과정’에서 ‘노동중심
생애과정’으로 이동해 왔으며, 이제 ‘노동중심 생애과정’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인의 ‘노동생애’가 더 중요한 시대에
결혼규범이나 가족내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 여성들에게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
남성들에게도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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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젠더질서와 대안적 친밀성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10년 전의 청년
세대에 비해 계층이동 가능성을 훨씬 어둡게 예측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원없는 결혼이나 결혼제도를 거치지 않는 출산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이 실험하고자
하는 대안적 친밀성이 현실화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Ⅲ. 청년층의 생애전망 이야기: 비혼 2030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 FGI를 통한 질적 연구는 2030 연령층의 목소리를 통해 생애전망과
친밀성, 가족형성과 자녀양육에 대한 서사(narrative)들을 읽어내려는
접근임. 대규모 양적연구와 같은 대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언어와 표현, 문화적 표상들을 수집함으로써
이들의 생애전망에서 드러나는 전형적 특징 및 주목할 만한 유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에 참여한 4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애 경험과 전망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에서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영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개인화는 탈현대사회(혹은 2차 근대)의
핵심을 포착하는 이론적 개념인 동시에, 20세기 후반 이후 가속화된
가족 다양성의 확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옴(Beck
& Beck-Gernsheim, 2002; Wall et al., 2010: 162). 이 장에서
분석하는 청년들의 생애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시켜
본다면, 개인화는 21세기 사회의 장기화되고 연장된 성년 이행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한편으로 개별화된
선택가능성과 삶의 다양한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원이 부족한 삶을 스스로 해결하며 조직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인 것(김영･황정미, 2013; Roberts, 2010: 139;
Woodman, 2010: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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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삶에서도 취업과 경력, 친밀성과 가족형성
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나 자신’이었고, 생애전망은 기본적으로
개인화의 틀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성별에 따라, 생애단계(학생/
취업준비/취업)에 따라 ‘나 중심’의 삶을 전망하는 내용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결과임.
여성: 개인화된 삶을 위해 대안적 친밀성을 협상하다
○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취업준비생들은 향후 자신의 10년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취업’을 꼽았으며, 여성 직장인들은 ‘경제적 독립과 자산
형성’에 큰 관심을 보임. 과거 여성들의 생애전망에서 취업과 경력은
결혼이나 가족생활에 맞추어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연구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은 일과 경력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삶의 과업으로 생각함. 여성 참여자들은 이른바 노동시장
일대기, 개인화된 경력을 당연시하면서 기존의 가족규범이 자신의 삶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민감한 인식을 나타냄. 결혼보다는 일이 우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태도, 더 나아가 다수의
여성들이 비혼주의를 자처함을 추측해볼 수 있음.
○ 물론 생애 단계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서사에는 다소
차이가 발견됨. 20대 여성 대학생들은 취업에 관심이 많지만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여행, 어학, 등)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소간의 희생(수입의 포기, 직장 안정성
감소 등)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경제적 자립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여성 직장인들에게서 가장 뚜렷함. 이들은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일-가족 양립도 여성에게는 더 많은 부담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혼이나 가족형성보다는 자신의 경력
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임. 물론 이들 중 일부는 과도한 노동으로
힘든 일을 겪었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음. 하지만 결혼에서도
가부장적이고 부계가족적인 규범을 내면화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대안적인 가족문화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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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결혼이나 자녀 양육은 취업･경력 추구와
갈등을 빚는 희생 내지 비용 요인으로 표현됨.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족규범에 순응하기보다는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낫다고 생각함. 여성들의 개인화된 생애전망에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가족 관습, 기혼 여성을 우대하지 않는 직장문화 등 젠더 불평
등이 현실적 문제로 등장함. 독립, 비혼, ‘하고 싶은 일 하기’ 등의 언
어로 표현되는 개인화된 전망은 한국 사회에 구조화된 불평등에 순응
하지 않으려는, 혹은 내 삶의 위협 요인들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임.
남성: 경제중심적 개인화 전략, 친밀성은 성공 이후에?
○ 이와 달리, 남성들의 이야기에서 개인화는 경제적 문제, 경쟁적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치우쳐 있음. 한국 사회의 남성성
규범을 대부분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 참여자들은 취업을 인생의 필수
과업이라고 여김. 그런데 이들의 취업 이야기에서는 자신만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문화적 서사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수익 확대와 삶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열망이 두드러짐. 대학생활도 각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개인 활동으로 채워지며, 친밀한 우정보다는 ‘사회나 다름없는’
계산적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감. 엄혹한 취업 경쟁에 지친 취준생은
‘고정 수입’에의 희망을, 이미 정규직에 취업한 남성은 더 ‘가성비 높은’
자리로의 이직을 이야기하는 차이는 있지만, 남성들의 서사에서 개인화는
곧 경제적 수입의 확보이며, 친밀성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뒤따라오는
부수적 요인처럼 인식되고 있음.
○ 남성 대학생이나 대졸 취준생들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 참여자들과는
달리 안정된 취업 이후에는 결혼, 자녀 양육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이들은 기존의 결혼과 연애 문화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으며, ‘연애를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현재의
상태가 자신이 취업에 성공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극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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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을 뚫고 안정적 생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남성의 경제중심적 개인화
서사에서 다소 빗겨나간 이야기는 고졸 취준생에게서 발견할 수 있음.
이들 중 일부는 취업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추구
하거나, 취업 성공은 이미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최소한의 삶을
지속하는 대안으로 자신의 목표를 하향조정함.
○ 흥미롭게도 남성 취업자 중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 결혼할 여성의 직장 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친밀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함.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취업-결혼-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결혼문화를 막연하게 수용
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눈앞에 둔 30대 남성들은 더 이상 기존의 가족
규범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맞벌이는 필수, 결혼해도 자녀
양육은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함.
정책의 방향: 경제적 결핍, 문화적 변동, 젠더 불평등
○ 성년 이행이 지연되고 취업준비가 장기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건
위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개인화된 생애를 해결해 나가야 함. 청년기의
경제적 어려움, 주거의 불안정, 취업 전망의 불투명성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의함.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저출산 정책보다 청년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음.
○ 오랫동안 부계중심의 가족규범과 그에 연동된 연애-결혼문화가 지배적
이었던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 그리고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가 고착화된
현실 등은 성별에 따른 생애 전망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임.
2030 여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성애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어머니들의 선택은 더 이상 젊은 세대들
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님. 여성 청년들의 시선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단지 청년 실업으로 인한 성년 이행의 지체,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부족에만 있는 것은 아님. 이미 개인화된 생애 전망 속에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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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2030 여성들은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친밀성을 희망하지만, 기존의 연애와
결혼 문화에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함.
○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생애 경로를 전제로 필요한 지원
(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저출산 정책은 남성의 전형적인
생애전망을 이미 함축하고 있으므로, 결혼과 출산을 권유하는 식의
정책은 여성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많은 여성 참여자들은 경력
추구의 과정에서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무엇
보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동시에 하려면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불평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고 있다. 개인화된 생애전망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젠더 불평등이 여성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Ⅳ.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 2030 세대의 일･친밀성･정책인식
○ 여기서는 양적 자료를 통해 2030 청년들의 일과 가족을 둘러싼 생애
전망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젠더적 차원에 주목하여 조사
하였음.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의 ‘삼포 세대’ 담론에 대해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포기’라는 측면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 크게 동의하는 반면, 남성들은 ‘포기’라는 측면에 대한 동의도는
높지만 ‘선택’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았음.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정환경’, ‘학벌’, ‘성별’
등으로 인한 격차로 인해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성별로 인한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은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반면, 남성의 동의도는 높지 않아 성별 간 큰 인식의
격차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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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청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에 대한 비중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일, 개인생활, 파트너십, 자녀 순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일’과 ’개인생활’에 부여한 점수가 다소 높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파트너십’과 ‘자녀’에 부여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분명함. 일반적
으로 남성들은 노동중심적 생애과업에, 여성들은 가족중심적 생애과업에
비중을 크게 둘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청년 여성들은 동년배 남성
들보다 더 노동중심적 생애과업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기 생애과업의 비중인식에 대해 남녀차이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역전되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줌. 노동중심적 일대기를 안정적
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들은 오히려 노동중심적 일대기에
큰 비중을 둠으로써 가족중심적 일대기에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그림 2] 영역별 청년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셋째, 2030 세대의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 간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남. 자녀가 있는 여성은 비취업 비율이 40%를
넘고, 정규직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그치며, 소기업
이나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자녀가 있는 남성에 비해 훨씬
높으며, 사회보험 가입율도 훨씬 낮게 나타남. 또한 이들 유자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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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빠른 취업’에 대한 규범적 압력이 명확하게 낮은 집단이었음.
○ 반면 자녀가 있는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80%에 달하며, 중기업 이상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 자녀가 있는 청년 남성들은 대다수가 장시간
근로하며, 주 52시간 이상 초장시간 근로하는 비율도 25%에 가까움.
즉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일하더라도 불안정
하고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들은 안정적이고 사회적 보호수준이 높은 일자리에서 초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있는 남성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중심부 일자리’로서, 한국사회의 특징인 초장시간 근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자녀가 있는 청년 여성에게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는 물리적
으로 가능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며, 반대로 자녀가 있는 청년 남성은
장시간 노동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할 시간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넷째, 2030 세대의 취업 상태는 자녀가 없는 경우 지표상으로 큰 격차는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자녀가 없을 때도 이미 여성들은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들은 중기업 이상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일자리 만족도에서 여성들은 ‘충분한 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던 반면, 남성들은 ‘권한과 적성’, ‘성취감’, ‘사회적
인정’,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남성이 ‘직장
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기를 계발시킬 수 있다’,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음. 반대로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목들의 경우, 급여나 초과수당을 제때 또는 정해진 만큼 받지 못한
경험도 10~30%,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 또한 10~20%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30 청년들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이는 가운데, 성적인 폭력과 관련된 항목
외의 급여체불이나 지급 연기, 폭력경험 등은 남성에게서 그 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결국 여성들의 일자리는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주변부 일자리이고, 남성들의 일자리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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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의 위험이 더 높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심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단위: %)

[그림 3] 자녀유무･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
(단위: %)

[그림 4] 자녀 유무에 따른 직장유형의 차이
(단위: 시간, %)

[그림 5] 주당 실 근로시간(평균): 자녀유무･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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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6] 주된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1) 고용보험: 자녀유무･성별
○ 다섯째, 유배우가 아닌 응답자를 제외한 4,023명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여성은 43.1%, 남성은 34.0%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음. 특히
20대 초반 여성들은 결혼 의향이 유독 낮은 집단임.
(단위: %)

[그림 7]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그림 8] 향후 결혼 의향(연령･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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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응답자에게 결혼의 전제조건과 관련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평등한 관계를 위한 상대방의 노력(‘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담’, ‘명절･제사 등 파트너 집안의 행사부담’ 등)을 중요하게 고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나의 일’, ‘나의 건강’과 같이 자신의 자질을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임.
(단위: %)

[그림 9] 여성 응답자의 결혼 전제조건 동의여부
(단위: %)

[그림 10] 남성 응답자의 결혼 전제조건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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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청년층은 결혼이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 여가, 건강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결혼의
영향을 물어봄. 그 결과 남녀 모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여성의
응답률(52.8%, 52.1%)이 남성(43.0%, 45.6%)보다 더 높아서 여성은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더 큼. 그러나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남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결혼이 일･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녀가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음.
(단위: %)

[그림 11] 결혼이 삶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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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유배우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결혼 후 일하는 방식으로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전일제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는 성별과 무관하게 매우 높음. 그러나 ‘결혼 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무형태’에서는 남녀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함.
(단위: %)

[그림 12] 결혼 후 희망 근무형태와 실제 근무형태 전망
○ 실제로 유배우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20% 이상
감소한 만큼 ‘일을 안 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남성은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약 15% 감소한 만큼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는 응답이 증가함. 즉 결혼
전 장시간 일했던 여성들은 결혼 후 그 일을 그만둔데 반해, 남성의 경우
에는 결혼 전 똑같이 장시간 일했어도 결혼 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였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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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13] 결혼 1년 전/후의 근무형태
○ 일곱째,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여성은 61.4%, 남성은 52.0%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많음. 앞서 결혼 의향의 남녀 차이와 유사한 경향
으로, 결혼과 자녀를 더 원하는 것은 남성임을 일관되게 보여줌. 20대
초반 여성들의 응답은 자녀를 가지는 데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70%에 가까운 여성들이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
하고 있어 같은 연령대 남성들과 15% 수준의 큰 차이를 보여줌.
(단위: %)

[그림 14]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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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15]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연령･성별)
○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과 관련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들의 경우 파트너(배우자)의 적극적 양육･가사참여와
평등한 관계를 위한 노력(‘파트너의 양육참여’, ‘공평한 가사분담’, ‘파트
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경제적 요인이나 본인의 일･가족양립 여건
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나보다 나은 삶’, ‘나의 경제적 준비’, ‘나의 안정적인 일’, ‘안정
적인 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여줌.
○ 한편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니지만 여성의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항목(여성의 경우 ‘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나의 근무유연성’,
남성의 경우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파트너의 안정적인 일’,
‘파트너의 안정적인 일’, ‘파트너의 근무유연성’)에 대하여 남녀 모두
6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함. 남녀
모두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일하고 여성은
돌보는 모델’에서 ‘남녀 모두 일하는 모델’로 청년층의 인식이 변화
했음을 보여줌. 여타의 수당이나 서비스 등 정책적 과제들에 비해 이
응답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이 중요한 과제임.
○ 서비스와 수당 등 정책적 방향과 관련한 항목들은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정책수단과
관련한 응답에서 여성들은 일회성 현금･수당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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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충분한 아동수당’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음.
(단위: %)

[그림 16]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동의 여부: 여성
(단위: %)

[그림 17]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동의 여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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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째, 청년층은 자녀가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 여가, 건강 등 13개 항목에 대해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남녀 모두 ‘경제적 상황’,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상황’,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70%를 넘어섰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60%를 넘어 남성의 부정적 응답보다 약 20% 정도 높았음. 여성은
자녀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자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훨씬 더 큼.
○ 한편 여성들이 가장 높은 부정적 응답을 한 항목 중 하나인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70%에 가까운
부정적 응답을 한데 비하여, 남성들의 경우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함. 자녀가 개인의 일･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녀가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음.
○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항목은 ‘나의 건강’으로, 여성
들의 경우 약 40%가 자녀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남성들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함. 이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과정에 대한 우려와 이후의
양육과정에서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서
여성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은 앞으로 정책방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만 남녀 모두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어섬. 자녀가 미치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에도 불구
하고, 자녀는 삶의 즐거움을 높여줄 존재라는 인정은 청년세대가 전반적
으로 공감함.

xxi

(단위: %)

[그림 18]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
○ 이와 관련하여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가진 후 원하는 근무형태’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형태’를
질문한 결과, 남녀 모두 자녀를 가진 후 휴가휴직을 사용하거나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고, 특히 휴가
휴직은 여성이 가장 선호한 근무형태이면서 동시에 남성이 두 번째로
원하는 근무형태로 나타나 높은 선호를 보임. 그러나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형태’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은 여성들은 30%에 미치지 못했고,
남성들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
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원한다는 응답의 절반을 다소 넘는 수준임.
여성의 경우 원하는 근무형태에 비해 ‘일을 안 하게 될 것 같다’, ‘시간
제로 일할 것 같다’는 응답이, 남성들의 경우 원하는 근무형태에 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할 것 같다’는 응답이 훨씬 높음. 즉 여성은
원하지 않는 경력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남성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짐. 앞서 결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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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연결해보면, 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자녀를 가진 후에는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음.
(단위: %)

[그림 19] 성별에 따른 자녀를 더 가진 후 원하는 근무 형태 및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 형태
○ 실제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 임신 1년 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총 70% 내외, 남성은 총 95% 정도가 결혼 전
전일제로 일했음. 다음으로 ‘자녀 출생 1년 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전일제 일을 유지하는 비율은 40% 수준에 머물렀고, 반대로
‘일을 안했다’는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증가함. 남성의 경우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약 10% 감소하고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는 응답이 그만큼 증가함.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자녀를 가지기 전 장시간 일했던 여성들의 상당수가 자녀
출생 후 그 일을 그만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가지기 전
장시간 일했어도 자녀 출생 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였음.
돌봄과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휴가휴직 제도는 남녀 모두 사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일과 돌봄을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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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20] 자녀 임신 1년 전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
○ 아홉째, 청년층은 10년 뒤의 경제적 수준이 지금보다는 나아질지 몰라도
그것이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시간적인 여유에 대해서는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지만 부모님 세대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청년층의 10년 뒤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전망은 무엇보다
20대가 처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함. 즉 현재 20대는 30대에 비해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저성장,
청년실업, 취업경쟁 등 오늘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경
제상황으로 인해 경제 호황기 세대의 삶은 기대하기가 어려움.
○ 열 번째, 청년세대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청년 여성들의 경우 각각 약 75%, 청년 남성들의 경우 각각 약 35%
수준으로 남녀 차이가 매우 큼. 특히 성차별 인식과 관련하여 20대
초반은 가장 큰 남녀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성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실험적 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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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21] 일상생활 여성 차별 여부 [그림 22] 우리 사회 여성 혐오의 심각성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가치관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질문하였고,
특히 기존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문항을
다수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청년층의 성역할 평등에 대한
동의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남. 남성의 양육･가사참여(‘아빠는
엄마만큼 자녀양육에 깊게 참여해야’,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야’)에 대한 동의율은 80% 수준에 달했으며, 여성의 일(‘일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제는 가족을 부양
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도 70%에 가까움. 한편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동의도는 낮았지만 ‘아빠는 엄마만큼 자녀
양육에 깊게 참여해야’ 65%,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는 60%,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야’와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45%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함. 즉 청년세대 내에서 평등한 성역할은
어느 정도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규범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그 외의 다른 항목들을 통해서도
결혼, 자녀, 전업주부에 대한 규범에서 벗어나 있으며, 제도적 혼인과
관련해서도 동거나 이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수용적임. 이와 같은
규범적 인식이 바로 자신의 삶에서의 선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수용성 증대는 향후 청년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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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23] 성역할에 대한 인식: 평등적 태도 관련 문항
○ 열한 번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생산
인구 감소’보다는 ‘아이 키우기 힘듦’이라는 방식의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으며, 특히 여성들은 ‘아이 키우기 힘듦’ 문제에 대한
동의가 훨씬 높음. 저출산 정책의 정책방향 전환과 관련해서도 전체적
으로 동의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남성들(65.0%)보다 여성들(85.8%)이
훨씬 높은 동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해 청년 여성들에게는 ‘나라의
인구학적 위기’라는 방식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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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24]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25]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에 대한 인식
○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8가지 항목은 2개씩 대응을 이루
도록 구성됨. 남녀 모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보다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모델’에 대해, 출생아 수에 따른 차등지원보다는 첫째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 특히 20대 초반 여성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남. 한편 제도적
혼인과 양육과의 연계에 대한 동의도와 ‘임신과 출산’을 넘어 ‘임신
중단’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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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여성들은 제도적 혼인과 양육 간 연계를 낮추고, ‘임신과
출산’을 넘어 ‘임신중단’에 대한 지원까지 필요하다는 데 동의도가
높은 반면, 남성들은 아직까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높고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낮음.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여성들에게 결혼하여 일을
멈추고 양육을 하는 방향의 정책메세지는 설득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정책불균형으로 인
지될 가능성이 높음.
(단위: %)

[그림 26]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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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청년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은 가족중심적 생애과정보다
노동중심적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함.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은 한국사회에서 충실히 실현되기 쉽지 않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여성들은 발전가능성이 낮고 주변적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가 생기면 남녀 간의 일자리 수준은 확실하게 벌어지고 여성의 노
동중심적 생애과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등한 파트너십이 전제될 경우에만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남성들은 이와 같은 평등한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생애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평등한
파트너십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한국사회에 여전히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하다고 느끼며, 이 속에서 가족중심적 생애
과업이 노동생애를 흔들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은,
동년배 남성들보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대 여성일수록 강하게 나타남. 다만 남성들도 더 이상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모델보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모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남성의 양육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비율도 높은 점은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
○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경쟁환경에서 합리적 공정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현재의 청년세대에게 성평등 가치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식화되지 않았더라도 내면화되어 있으며, 역할에 기반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대 초반 여성’은
고유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임. 이들은 결혼과 출산 의향이
가장 낮고, 주변으로부터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규범적 압력도 가장
낮았으며, 동거에 대해서도 가장 수용적임. 또 일에 대한 전망도 결혼
이나 자녀와 무관하게 계속 전일제로 일하는 ‘남성적’ 취업경로를 구상
하고 있음. 이 같은 특징은 청년층의 친밀성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성과 남성 간의 뚜렷한 차이, 즉 ‘젠더화된’ 특징이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이러한 상황은 김영미(2016a)의 주장처럼,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성평등
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성들은 쉽게 출산결정을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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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함축함.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개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면, 정책은 여성들의 노동
중심적 생애전망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규범적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많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들이 적절한 근로
시간과 휴가휴직제도의 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
한 비율은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고학력
층에서 이용비율이 더 높음. ‘인생의 혼잡시간대(the rush hour of
life)(Tremmel, 2009; 김영미, 2016b: 47에서 재인용)’에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고,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의 실현을 위해 친밀성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은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방향으로 보임.

Ⅴ.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도 12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에 기반하여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이하 ‘수정 후 기본계획’)을 확정함. ‘로드맵’과 ‘수정 후 기본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과제 정비 및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저출산’ 영역에서는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에 역량 집중 필요’를 강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당사자 관점을 반영
하고자 하는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였음. 여기서는 Bacchi(1999)의 두
기본 계획의 정책담론 구조를 비교분석하였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청년층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전하는 주요한 메시지는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출산율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결혼
하고 출산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이가 행복한 사회의 합계출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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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겠다는 것. 여기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 ‘청년’, 그리고
‘여성’의 선택과 실천은 담론 구조 내에 존재하지 않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생존’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모됨’은
위험천만한 용감한 도전이 됨. 특히나 청년 여성은 엄마가 됨으로써
삶의 ‘기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 더 나아가 가장
사적인 영역인 섹슈얼리티의 실천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은 매우 제한
적인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해 옴. 이러한 정책
메시지는 청년층, 특히 청년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이나 ‘출산력’이라는
호명에 격렬한 항의를 표출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생애전망의 다양성 관점에서 살펴볼 때 수정 후 기본계획은 취업-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전망을 전제하고 있지 않음. 결혼은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전반적 삶의 여건 개선의 영역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노동경력과 조화되어야 할 생애과업으로 표현됨. 이와 같이
수정된 기본계획은 정책적 메시지의 방향을 상당히 전환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일정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음. ‘성평등
관점’은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음. 정책 전반을 구조화하고 명칭과
방향을 제시하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정책의 메시지와 장기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수정 전의 기본계획과 수정 후의 기본
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정책이
주는 메시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전 기본계획과 수정 후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정책과제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는 보완판 기본
계획이 가질 수 있는 한계로, 향후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목표한
정책의 효과를 적절히 얻을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채워가야 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기본계획의 명칭이 여전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며 가족정책과 노인복지정책, 재정전략이 하나의 프레임 내에 다루어
지고 있다는 점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인구학적 패러다임이 여전히

xxxi

남아있음을 의미함. 인구학적 프레임은 재정당국을 설득할 프레임 도구
로써 유용성을 지니지만, 정책 당사자에게 지지받기 위한 정책프레임
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함. 한편으로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정책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담론과 정책패키지를 구성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여전히 저출산 대응
정책에 남겨진 과제임.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과 ‘성평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정책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언함. 첫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 발견된 청년
세대, 특히 청년여성들의 일에 대한 높은 중요성 부여, 결혼과 자녀를
가지는 전제조건으로써 평등한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압도적 지지,
결혼과 특히 자녀가 원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남성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청년 여성들의 인식, 결혼과 특히 출산 후
원하지 않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그 실제 현실, 남성도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청년 남성들의 높은 동의 수준, 휴가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높은 희구 등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모델’의
방향을 가리킴. 직접적으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을 때
후자 모델에 대한 청년세대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으며, 여성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시하였고, 남성들도 남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모델의 필요성에 크게 동의함.
○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청년세대에게 설득력 있는 모델은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모델임이 분명함.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적정시간
노동하며, 생애과업이 집중될 때는 휴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현재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임. ‘52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표준 근로시간의 조정,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상층부에만 활용가능한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의 보편화, 일하는 여성과
돌보는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와 학교 시간표의 조정
(김은지 외, 2018)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과제들임.
○ 둘째. 취업에서 결혼을 거쳐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생애전망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교정하고 ‘결혼’의 특권적 지위를 넘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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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과 친밀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청년세대,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은 규범이 아니며, 결혼은 자율적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높은 상황임. 결혼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가 비혼과 저출산
모두의 원인으로 해석됨. 또한 직접적으로 두 개의 정책방향에 대한
동의도를 물었을 때, 남성은 아직까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낮음. 청년세대들에게 아직까지 혼자서 자녀를
낳아 기르겠다는 대안적 삶의 전망을 가진 비율은 높지 않지만, 결혼
제도를 거치지 않는 자녀양육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평등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삶의 전망을 담을
수 있어야함.
○ 이는 Sainsbury(1996)가 일찍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내 지위’와
‘양육자 지위’ 분리하여, 양육자 지위는 지원하지만 아내 지원은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의 개인화를 만들어나가는 방식과 연결됨. ‘신혼
부부’를 강조하는 정책의 개선, 제도적 혼인이 아닌 다양한 파트너십의
제도화, 한부모 가족에게 불리하고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 등이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될 수 있음.
○ 셋째,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부각시키는 것의 위험
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자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여성들이 응답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건강이었음에 주목해야함.
기본권으로서 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향한
신종 성폭력들의 위험이 일상화된 가운데,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생애
과정을 뒤틀지 않기 위해 개개인이 통제해내야 하는 영역임. 이러한 사회
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사실상 공포의 대상으로 남음. 이러한
위험에 대한 민감한 인지 없이 단순하게 임신과 출산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느껴질 위험이 클 것임. 두 가지 정책을
대비시켰을 때, 여성들은 출산과 임신을 늘리는 정책 못지않게 안전한
피임과 임신중단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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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이와 같은 몸에 대한 권리를 정책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은 여성의 몸과
관련된 영역에 새로운 정책과제를 일깨움. ‘저출산’의 기본 프레임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기본계획과의 역할
조정과 분배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새로운 저출산 대응 정책은 기존의 ‘출산장려’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넘어설 필요가 있음. 예컨대 가구 내 자녀의 ‘숫자’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지금 시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청년층은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지원보다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에 대해 훨씬 높은 지지를 보임. 현재 한국사회 출산율은
1.0이 안 되는 수준으로, 둘째, 셋째 출산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 첫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점으로 판단됨. 다자녀
프레임으로 셋째자녀 지원정책을 강조했던 것은 옛날 프레임이자, 지금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프레임으로 보임. 한 자녀도 낳을 생각이 없는
청년층이 다수인데 다자녀를 강조하는 것은 청년층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출산장려’의 패러다임을 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틀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됨. 한편으로 이와
같은 인구학적 위기론은 재정당국을 설득할 프레임 도구로써 유용성을
지님.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 지지받기 위한 정책프레임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함.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 차원에서는 큰 ‘위기’일 수 있지만 정책당사자들
에게는 ‘합리적 선택’, 또는 이를 넘어 ‘의지를 담은 선택’의 결과일 수
있는 것임. 이제는 사람의 숫자에 매몰된 위기론을 넘어, 새로운 세대가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정책메세지가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주제어: 청년세대, 저출산 대응정책, 젠더화된 생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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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족정책뿐 아니라 사회
정책 전반의 방향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기본 프레임으로 자리매김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현재까지 3차(1차 2006~2010년, 2차 2011~2015년,
3차 2016~2020년)에 걸쳐 수립되어 왔으며, 3차 기본계획 수행 중에 출생
아 수 감소가 본격화되어 보완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출산 분야’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을 조정하는 저출산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정책’의 흐름에 대한 한계와 비판이 존재해 왔다. 우선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은 정책의 정체성과 효율적 정책구조에 대한 문제제
기이다. 정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너무 많은 정책이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 포괄되고 병렬적으로 나열되었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기본계획의 예산규모나 정책범위를 과대포장하
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출산 정책 투입량 대비 효과
성, 실효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존재해 왔다(예컨대 “저출산 대책 122조 헛바
퀴, 개인 행복해야 자발적 출산 늘어”, 중앙일보, 2017.12.13.; “저출산에 126
조 퍼부었지만… 10명 중 1명만 “도움 됐다”, 조선일보, 2018.1.5.).
이와 같은 정책의 정체성과 로드맵으로써의 한계뿐 아니라 ‘출산’의 당사자
인 청년 여성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노출되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출산’을 둘러싼 정책적 흐름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판
과 저항이 강하게 확산되었다.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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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저출산 대책 논란(주간경향, 2017.3.14.), ‘출산력 조사’ 논란
(한국일보, 2018.9.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들은 자신들을 ‘출산하는
몸’으로 간주하고 동원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김은지･배호중･최진희･배주현･성경, 2018: 13). 저출산 대응정책은 출산
과 양육의 주체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되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새로 출범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있으며(청와대 보도참고자료,
2017.12.26.), 이에 기반하여 작년 12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하 ‘로드맵’)과 ‘수정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이하 ’수정 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로드
맵’과 ‘수정 후 기본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고,
기존과제 정비 및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저출산’ 영역에서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에 역량 집중 필요’를 강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당사자 관점
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에 대응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당사자 관
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연구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일과 친밀
성에 대한 청년들의 생애전망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
나, 많은 연구들이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남녀의 상이한 경험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탈근대적인 청년기 경로를 보이는 청
년의 비율이 매우 높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청년기 경로는 남성과 매우 다른
상황이다(이순미, 2017; 배은경, 2016). 그러나 청년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연
구에 따르면, 많은 청년연구들이 성별은 여러 변수 중 하나로 표면적으로 다루
어질 뿐 젠더에 기반한 이질성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에 대
한 논의들이 남성들의 생애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선기 외, 2016).
연구자료의 측면에서도, 청년들의 젠더화된 생애기획을 포착해낼 수 있는
자료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구체화된 현실을 분석해낼 수 있는 범위
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기존에 생성된 양적 자료들이 결혼의 필요성이나
선호도를 단편적으로 질문하고 있어, 개인의 생애전망과 교차하는 가족과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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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전망에 대한 젠더분석에 기반하여 당사
자 관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년층의 생애전망을 가로지르는 젠더
적 차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양적 근거자료를 생산한다, 둘째, 청년층의 인
식과 한국의 저출산 정책 담론의 부정합성을 규명하기 위한 정책 담론을 평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의 저출산 정책
담론의 전근대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담론의 방향성과 정책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차년도로 기획된 연구로서 본 연구는 연구의 전반부에 해당하며
청년층의 현황과 정책 진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청년층 생애전망의 젠더적
차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적, 양적 근거자료 생산과 함께, 기존 정책 내용을 분석
하여 청년층의 현실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젠더관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젠더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
재해 왔으며,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을 새롭게 재구성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차 기본계획을 평가한 신경아(2010)에 따르면, 저
출산 대응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참여정부는 출산율 제고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국가 개입과 인권 억압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욕구 향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접근은 적절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을 ‘여성’의 의사결정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로 전제하는 한계가 있었다(신경아, 2010: 98). 즉
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책의 주체로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남성이나 기업 등 저출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다른 집단들
을 끌어들이지 못한 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 없는 여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신경아, 201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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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
로 확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출산･양육 부담 경감에서 일･가정양립으로
옮기는 방향 전환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정책 사각지대 문제와 기업
의 악용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일･가정양립정책의 효력이 대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제한될 경우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
장 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여성노동인구의 대다수는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또 노동유연화 정책이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이탈
했던 여성들의 재진입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기업은 출산과 양육
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성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
성 또한 존재한다(신경아, 2010: 110-111).
실제로 2차 기본계획은 일･가정양립을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었지만, 돌봄
공유 방식의 성별 공유나 공공성 담론이 미약하였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시간에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과 제도접근의 성 평등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다(김혜영, 2018: 45).
제3차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내걸고,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미혼 남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대책을 제
시했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는 출산율이라는 양적 지
표만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도구주의적･실적주의적 차원의 인구학적 접근이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차 기본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를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으로 명시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재훈･김수완･김영미(2017:
19-22)에 따르면, 3차 기본계획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경험과 요구를 파악하
거나 성 불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시하는데 모두 실패하고 있다.
중점과제 영역별로 보면,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은 자율적이고 주체
적인 결정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로 ‘가임기 여성’으로 인식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의 성차별이나 독박육아와 같은 성 불평등한
현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여성은 돌봄의 주책임자로 전제하면서 남성은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로 인해 일･가정양립 지원 자체를 여성 인적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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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 해소라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재훈 외, 2017: 25).
마지막으로 3차 기본계획은 이례적으로 ‘포기되는 출생･양육’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포용적 가족관’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통적 혼인관과
가족형태가 ‘인공임신중절’이나 ‘포용적 가족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통해 출생아 수를 극대화하려는 인구정책적 의도만을 드러내고 있다(정재훈
외, 2017: 26). 실제로 법률혼 부부 중심의 정상가족 관점과 의심의 여지없이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표준적인 생애과정 관점은 3차 기본계획 전반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김은지 외(2018: 13)는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핵심가치의 부재,
당사자 관점의 결여를 지적한다. 3차 기본계획은 하나의 기본계획 안에 너무
많은 대책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3차 기본계획의 핵심 성과
지표는 출산율과 노인빈곤율로 ‘아이를 더 낳고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범주들 사이의 괴리와
철학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접근보다는
국가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당사자의 시각, 특히
여성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청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형성된 것도 정부정책이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규정하고 동원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런 맥락에서 3차 기본계획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돌봄’이며, 이를 중심
으로한 성평등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여성 독박돌봄자-돌봄책임 없는 남성 일중독자’라는 성별 분업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적절히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지향하며, 누구에게나 전생애를 걸쳐 언제
라도 돌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김은지 외, 2018: 15-16).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사회를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즉 인구학과 정책
학의 ‘얕은 인식론’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접근들이 저출산으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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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아래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에 주목하지 못하고, 수면 위로 드러난
‘저출산’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책목표를 ‘출산율’로 회귀하도록 만들
었다.
한편, 소위 ‘N포 세대’라고 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왜 우리의 ‘선택’을 ‘포
기’라고 말하는가?’, ‘저출산이 왜 (나의) 문제인가?’라는 문제제기 내지는 기존
과는 사뭇 결이 다른 담론이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표준적’ 생애과정의 복원, 결혼과 가족형성의 정상규범성을
전제하고 있는 한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나. 청년연구의 젠더적 차원
1) 청년의 개념과 청년 연구
‘청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초반 논의에서는 UN, ILO, OECD 등의 국제기구의 논의를 인용하
여 하한연령은 법정 최소 학교졸업 연령과, 상한연령은 대학졸업 연령과 관련
하여 15~2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거나, 한국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부기
관에서는 15~29세를 청년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채구묵, 2004). 그러
나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정책의 대상이 높은 연령대
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한국의 청년 관련 법령에서 고용 관련 법령
은 청년을 29세 또는 34세로, 창업관련 법령은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임성근･김기헌･정지운, 2018: 11-12)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년’은 연령이나 출생코호트 등
의 인구학적 개념보다 ‘세대’적 의미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청년층은 극심
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에서의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된 세대로 묘사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김홍중(2009)은 이전의 세대(‘87년 체제’)가
‘진정성’, 즉 사회적 모순에 대한 분노를 기반으로 ‘영광스런 죽음과 부끄러운
생존’을 이분화된 삶의 양식으로 내면화한 세대인 반면, 지금의 세대(‘97년 체
제’)는 ‘부유, 성공, 장수’의 모습을 한 ‘생존’의 추구 자체를 내면화한 ‘생존주
의’ 세대로 설명한다. 경쟁과 서바이벌이 심화된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세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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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년층의 세대적 경험에 대해 계층별, 지역별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빈곤계층 청년들에게는 성인기 이행의
유예가 허락된 적이 없으며(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 2012), 반대로 중산
층 실업 청년들은 무력감과 우울감은 있지만 생존적 절박함은 없다는 발견(정
수남･김정환, 2017), 지방대생은 극심한 경쟁에 따른 생존보다는 오히려 경쟁
에서 물러서 주변과의 좋은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구조화
한다는 연구결과(최종렬, 2017) 등은 특정 청년층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해석
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청년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많은 청년연구들이 성별은
여러 변수 중 하나로 표면적으로 다루어질 뿐 젠더에 기반한 이질성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에 대한 논의들이 남성들의 생애모델을 기반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선기 외, 2016). 대표적으로 청년기
에 대한 주요 담론에서 친밀성의 영역과 관련된 담론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3포세대’ 또는 ‘N포세대’ 논의이다. 청년층이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 2011.5.11.). 이러한 담
론은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확대의 논거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담
론을 연구해 온 김선기(2019)는 최근 연구에서 ‘N포세대’ 담론이 청년세대 담
론을 보수화할 위험성을 지적한다. 즉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사회규범의 “정상성을 해체하기보다는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연민
함으로써 오히려 청년들에게 다시 규범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선기, 2019: 212-215). 즉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면 ‘3포’의 문제
도 해결된다는 문제구조가 제도화된 친밀성에 대한 거부를 적극적으로 ‘선택’
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
으로 청년기 경험의 젠더차이가 부각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청년기의 생애과업
과 생애전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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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기 생애전망의 젠더차이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변동 관련 기존 연구들은 보편적 교육의 확대와 핵
가족 형성 및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정착 등을 배경으로 형성된 ‘표준적’ 생애
과정(교육-취업-분가-결혼-출산)이 확립되었는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
및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참여 증대, 개인화 등의 사회변화를 통해 탈표준화되
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문혜진, 2010, 남춘호･남궁명희,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적 생애과정’은 ‘노동’이 아닌 ‘가족’이 규범으로 작
동해 온 여성들에게는 ‘표준적 생애과정’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이순미(2014)
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아니라 ‘생애과정의 탈근대화’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생애과정의 탈근대화’는 “근대적 생애과정의 당
위성과 보편성이 해체되는 것”이며, 이는 “남성(의) 노동중심 생애과정과 여성
(의) 가족중심 생애과정의 성별 이원적 구조”가 해체되는 것, 그리고 “성별 내
하위 인구집단의 생애과정이 유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이순미, 2014:
74-75). 이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들에게서 남성의 생애
과정은 여전히 순서규범과 노동중심적 이행에 머물러 있어 지체된 근대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여성의 생애과정은 노동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
성들은 남성에 대한 의존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
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만 가족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생애과정을 구조화
하는 요인으로써, 미혼 시기에는 성별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기혼 시기에는
일부 고학력 여성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적 생애과정의 보편성 해체는 일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을 확장하는 측면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충되는 제도들의 모순을 개인
이 해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황정미(2013)는 청년세대
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개인화’(Beck & Beck-Gernsheim, 2002)가 ‘선택
일대기’의 측면보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일대기(DIY 일대기)’로 작동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여성들은 가족중심 생애과정이 아니라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애
전망의 실현과 타협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면 친밀성 영역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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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순이 축적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이와 같은 모순
의 축적과 ‘아노미’(홍찬숙, 2015)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미
(2016a)는 성평등 규범을 수용한 여성들이 안정적 파트너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Esping-Andersen &
Billari(2005)의 ‘다중상태 평형’ 이론을 소개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성평등주
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들은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성평등주의적 재조직
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
고 있다. 즉 노동중심 생애전망을 원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지 못
할 경우 출산에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영미･계봉오, 2015: 10). 이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청년세대들의 생애전망을 분석하고 이에 정합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친밀성 영역을 회피하거나 연기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청년기 생애과정
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최근의 20대, 30대 청년세대의 경험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본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는 이순미(2014)의 연구 또한
분석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코호트가 현재 이미 40대에 접어든 1970-1974
년 출생년생이었다. 현재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2030 세대에서도 ‘생애과정의
탈근대화’ 현상이 관찰되는지를 분석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패널자료
가 패널유지의 연속성을 위해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한다면 현재 청년세대들의 생애과정에 대한 종단분석은 현재의 청년세대가 상당
히 중년세대가 된 이후에 관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하여 청년세대들의 생애전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계열
적으로 축적되어 온 횡단조사들에서 각 시점의 20대, 30대의 응답경향의 변화
를 살펴보고, 이들의 생애전망 서사를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로 확인하며,
현 시점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횡단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의 미래 생애전망을 일반화할 수 있는 양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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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년’들의 ‘생애전망’의 젠더적 차원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이
현재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홖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용어
에 대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은 만 20대와 30
대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시계열적 분석에서는 각 시점별 2030 연령대의 특성
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며, 횡단분석에 대항하는 초점집단인터뷰와 실태조사
에서는 현 시점에서 2030 연령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생
애전망’은 일과 친밀성 영역과 관련하여 생애과정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게 되
는 전망으로 정의된다. 특히 과거 여성들이 주로 ‘가족중심 생애’를, 남성들이
주로 ‘노동중심 생애’를 주요 전망으로 가졌던 것과 비교할 때 이와 같은 젠더
화된 구분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유지되고 있는가 또는 해체되고 있는가가 주요
한 연구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정책’이 이러한 청년
층의 생애전망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출산 대응
정책’은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체계를 의미하며,
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기존에 이루
어진 2차자료의 추이 분석을 통해 2030 청년세대들의 생애과정과 가치관 변화
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2030 청년들의 경향을 과거코호트와 비교하기 위해 대
표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주요 양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성에서의 청
년기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사회조사’를 통해 청년층 응답추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청년층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졸업과 취업, 결혼과
자녀출산 등 ‘청년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향후 생
애전망,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재의 ‘저출산’ 경향은 가족
과업으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결혼제도로 진입했거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청년세대가 아닌 결혼하지 않은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혼인 청년층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8개 집단,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셋째,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구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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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2030 세대 6,350명을 대상으로 청년기에 대한 생각, 일 현황
과 경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족구성 전망,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실태조사는 청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질문문항이 매우 광범위하고, 본 연구의
후속연구인 2차년도 연구에서 본 조사의 심화분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충실히 소개하는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대부분
의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단독변수로는 큰 의미
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서술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5)’과 ‘수정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의 정책담론구조를 살펴보고 성평등 관점에
서 정책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Ⅰ-1] 본 연구의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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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및 청년
연구에 대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였다. 전문가라운드 테이블은 다음
과 같이 세 차례 운영되었다.
<표 Ⅰ-1> 전문가라운드테이블 운영
날짜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4.10

저출산 관련 데이터 분석사례

김유정 연구원
(아르스프락스아)

5.27

청년 여성의 불안정 노동 경험과
“가족 실행” 전략에 관한 연구

김현아 기획실장
(lab2050)

6.4

청춘 밖의 청춘, 성인기 이행과
자아 정체성

정수남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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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대표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주요 양적 자료의 추이
분석을 통해 2030 청년세대들의 생애과정과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부
분에서는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성
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탐색하였으며, 뒷부분에서는 ‘사회조사’ 문항에서
청년층 응답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층’은 단순히 연령계층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세대적 개념을 내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분석을 위해 조작적으로 청년
층을 20대, 30대 연령층으로 정의하였다. 즉 만 20-39세까지 연령대가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1.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성
본절에서는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참여와 가족
형성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탐색하였다. 한국사회 연령별 여성 노동시장참
여율은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이
와 같은 M자 곡선이 발견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뿐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유진･김수정･김은지･최준영, 2013). M자 곡선은
출산, 양육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장 및 경력단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의
만혼･비혼 현상과 함께 살펴볼 때 ‘노동’과 ‘가족’을 둘러싼 생애과정의 전반적
모습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M자 곡선의 변화추이

18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를 살펴보고, 특히 출생코호트별로 고용률과 유배우율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2030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생애경험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장에서 이루
어질 분석은 현재 2030 세대인 출생코호트의 일과 가족생활의 평균적 경험
을종단 추세 속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030 세대에 대한 다양한 횡단
분석은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1980년대부터 연령별 고용률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여성은 M자형, 남성은 역U자형 곡선이 유지되어 왔다. 남성의 경우 청년세대
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지연되는 반면, 노년세대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연장되는
비교적 단순한 변화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M자형 곡선의 피크지
점이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지연되는 한편 피크지점의 고용률은 지속
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자료에서
20대 여성들의 고용률은 남성을 넘어서고 있고 있으며, 2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은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20대 초반 남성 37.8%, 여성 48.5%, 20
대 후반 남성 69.5%, 여성 70.9%). 즉 현재 20대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참여
는 생애과정의 한 옵션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애경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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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1] 여성 연령별 고용률: 1980-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2] 남성 연령별 고용률: 1980-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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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성별･연령별 고용률: 1965-2018년
(단위: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세
성별 시점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4세 이상

여성

남성

계

1965

-

-

-

-

-

-

-

-

-

-

-

35.2

1970

-

-

-

-

-

-

-

-

-

-

-

38.2

1975

-

-

-

-

-

-

-

-

-

-

-

39.4

1980

30.3 49.6 31.3 40.0 52.3 56.1 56.8 53.5 46.0

41.3

1985

19.0 51.6 35.3 43.2 52.2 57.7 59.0 52.3 47.1

40.9

1990

17.1 61.7 41.8 49.1 57.5 60.3 63.6 59.8 54.2 43.4 18.4 46.2

1995

13.4 62.9 47.0 47.2 58.8 65.3 60.2 58.6 53.9 45.8 20.2 47.6

2000

10.8 56.3 53.7 47.3 57.8 62.0 63.3 54.2 50.4 45.5 22.6 47.0

2005

9.0

57.2 63.1 48.6 57.3 64.1 61.7 57.5 48.4 42.9 22.3 48.6

2010

7.7

48.8 66.1 53.0 54.4 64.1 64.2 60.1 52.4 40.4 21.4 47.9

2015

8.8

50.8 68.5 59.6 54.2 62.9 68.6 66.0 57.3 47.5 22.7 50.1

2018

8.5

48.5 70.9 62.5 59.2 62.2 68.7 66.8 60.4 47.2 24.0 50.9

1965

-

-

-

-

-

-

-

-

-

-

-

72.3

1970

-

-

-

-

-

-

-

-

-

-

-

73.8

1975

-

-

-

-

-

-

-

-

-

-

-

73.5

1980

23.2 66.3 88.3 93.0 92.6 92.4 90.3 86.7 77.6

71.7

1985

12.7 54.6 84.7 92.4 93.4 91.9 90.0 85.5 75.7

68.7

1990

9.7

54.6 87.4 95.1 95.3 93.9 92.7 89.0 82.4 66.6 39.2 71.8

1995

8.6

54.3 86.3 95.4 95.4 95.3 93.9 90.1 82.8 73.0 40.7 74.6

2000

9.8

46.3 78.3 91.2 92.3 91.2 88.7 86.1 74.6 61.6 40.2 70.8

2005

7.0

44.1 74.8 89.8 92.3 92.1 90.0 86.7 78.3 64.9 41.0 71.9

2010

4.7

38.4 69.9 87.4 91.2 91.5 90.9 88.0 80.9 67.5 39.9 70.3

2015

6.9

40.8 69.3 90.0 91.8 92.5 91.8 89.6 84.0 72.1 40.9 71.4

2018

6.4

37.8 69.5 87.3 91.6 92.1 91.8 88.6 85.2 71.9 41.0 70.8

자료: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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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을 횡단자료가 아닌 출생코호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들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용피크 지점이 늦어지는 경향은 출생
코호트 분석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부터는 20
대 후반에 고용 피크지점이 나타나며, 피크지점 이후에도 고용률은 지속적으
로 절반을 넘어선다. 현재의 2030 세대에 해당하는 80년대 초반-90년대 후
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고용피크지점에서 70%에 가까운 고용
률을 보이며, 이후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6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
다. 즉 현재 청년세대 여성들은 이전보다 노동시장 참여시기가 늦어지는 가운
데, 이전과는 달리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노동시장참여가 표준적인 생애모델의 하나로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30대 초반부터 90%에 가까운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이후 그
경향이 유지된다는 점은 출생코호트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최근 코호트로 올
수록 20대에 경험하는 고용률의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의
2030 세대에 해당하는 80년대 초반-9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20대
후반에 70%에 못 미치는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20대 초반의 고용률
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청년세대 남성들은
이전보다 노동시장 참여시기가 늦어져 20대 후반이 되어야 노동시장 참여를
본격화하고(10명 중 7명 고용), 30대가 되면 대다수가 일하는(10명 중 9명 고용)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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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00년대 초반출생’은 1999년-2003년생
자료: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3] 여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 60년대후반-00년대초반 출생코호트
(단위: %)

주: ‘00년대 초반출생’은 1999년-2003년생
자료: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4] 남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 60년대후반-00년대초반 출생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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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성별･출생코호트별 고용률: 60년대 후반-0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
(단위: %)

성별

여성

남성

시점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0년대 초반출생

30.3

51.6

41.8

47.2

57.8

64.1

64.2

66.0

60년대 후반출생

19.0

61.7

47.0

47.3

57.3

64.1

68.6

66.8

70년대 초반출생

17.1

62.9

53.7

48.6

54.4

62.9

68.7

70년대 후반출생

13.4

56.3

63.1

53.0

54.2

62.2

80년대 초반출생

10.8

57.2

66.1

59.6

59.2

80년대 후반출생

9.0

48.8

68.5

62.5

90년대 초반출생

7.7

50.8

70.9

90년대 후반출생

8.8

48.5

00년대 초반출생

8.5

60년대 초반출생

23.2

54.6

87.4

95.4

92.3

92.1

90.9

89.6

60년대 후반출생

12.7

54.6

86.3

91.2

92.3

91.5

91.8

88.6

70년대 초반출생

9.7

54.3

78.3

89.8

91.2

92.5

91.8

70년대 후반출생

8.6

46.3

74.8

87.4

91.8

92.1

80년대 초반출생

9.8

44.1

69.9

90.0

91.6

80년대 후반출생

7.0

38.4

69.3

87.3

90년대 초반출생

4.7

40.8

69.5

90년대 후반출생

6.9

37.8

00년대 초반출생

6.4

60.4

85.2

주: ‘00년대 초반출생’은 1999년-2003년생
자료: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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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자 곡선의 피크지점 이동과 관련하여 만혼･비혼 현상을 함께 살펴보
기 위해 연령별 유배우율을 살펴보았다. 최근 통계에서는 청년세대로 올수록
경력단절의 이유가 결혼보다는 출산과 양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통계청,
2018), 아직까지 출생아 중 97.8%가 혼인관계 내에서 태어나고 있는 한국사
회에서(통계청 보도자료, 2019.8.28.) 연령별 유배우율은 가족형성의 첫 단계
로써 아직도 유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985년부터 연령별 유배우율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은 60세 이상
에서 급격하게 유배우율이 낮아지는 반면, 남성은 65세 이상 시기까지 유배우
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주로 노년기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발견될 뿐, 청년
기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유배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양성 모두에게서 동일
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까지는 30대 초반에, 2010년부터는
30대 후반이 되어야 유배우율이 70%를 넘어서게 된다. 특히 2015년은 전 연령
에 걸쳐 여성들의 유배우율이 8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유배우율의 전반
적인 수준이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유배우율이
70%를 넘는 시기가 2000년까지는 30대 초반, 2005년에는 30대 후반, 2010
년부터는 40대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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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
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5] 여성 연령별 유배우율: 1985-2015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
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6] 남성 연령별 유배우율: 198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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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성별･연령별 유배우율: 1985-2015년
(단위: %)

성별 시점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세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4세 이상

1985

0.8

27.8

80.9

93.3

93.3

90.4

85.9

76.9

64.0

50.3

27.4

1990

0.5

19.5

77.3

92.4

92.8

90.3

86.1

79.5

68.2

52.0

26.0

1995

0.8

16.7

69.9

91.4

92.2

90.1

86.4

80.4

71.9

57.8

26.5

여성 2000

0.7

10.7

59.1

86.9

90.7

88.9

86.1

81.5

74.2

64.1

31.3

2005

0.4

6.2

40.1

78.2

86.8

87.3

84.9

81.8

76.2

67.0

35.9

2010

0.3

3.9

30.0

68.5

81.6

84.0

83.3

80.7

77.2

70.2

39.4

2015

0.2

2.9

22.0

60.5

76.1

79.2

79.4

78.2

75.3

70.3

40.1

1985

0.1

5.5

48.9

89.6

95.7

96.7

96.9

96.5

95.2

92.8

82.2

1990

0.1

3.5

42.4

85.1

94.2

95.6

95.7

95.6

94.6

92.3

82.6

1995

0.2

3.6

35.3

79.6

91.1

93.8

94.5

94.7

94.5

93.0

83.6

남성 2000

0.3

2.4

28.5

70.6

86.4

90.4

91.9

92.7

93.0

92.7

85.4

2005

0.2

1.8

17.9

57.2

78.0

85.7

88.1

89.6

90.6

90.8

85.0

2010

0.2

1.1

14.3

48.6

69.9

79.4

84.0

86.1

87.7

88.7

84.6

2015

0.1

1.0

9.8

43.2

64.5

72.1

77.4

81.3

83.6

85.7

83.4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
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
구성(검색일 2019.6.26.)

이러한 경향을 횡단자료가 아닌 출생코호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유배우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30대 초반을 보내고 있는 8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여성은 60%
의 유배우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유배우율은 40% 초반 수준이다. 이 세
대들은 전반적 만혼과 비혼 경향에 따라 아직까지 혼인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비율이 높고, 제도적 혼인관계 진입을 필수적 생애과업이 아닌 다양한 생애 선택
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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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
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
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7] 여성 출생코호트별 유배우율: 60년대 초반-9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
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
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8] 남성 출생코호트별 유배우율: 60년대 초반-9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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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성별･출생코호트별 유배우율: 60년대 초반-9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단위: %)

성별

여성

남성

시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60년대 후반출생

0.8

19.5

69.9

86.9

86.8

84.0

79.4

70년대 초반출생

0.5

16.7

59.1

78.2

81.6

79.2

70년대 후반출생

0.8

10.7

40.1

68.5

76.1

80년대 초반출생

0.7

6.2

30.0

60.5

80년대 후반출생

0.4

3.9

22.0

90년대 초반출생

0.3

2.9

90년대 후반출생

0.2

60년대 후반출생

0.1

3.5

35.3

70.6

78.0

79.4

70년대 초반출생

0.1

3.6

28.5

57.2

69.9

72.1

70년대 후반출생

0.2

2.4

17.9

48.6

64.5

43.2

80년대 초반출생

0.3

1.8

14.3

80년대 후반출생

0.2

1.1

9.8

90년대 초반출생

0.2

1.0

90년대 후반출생

0.1

77.4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
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
일 2019.6.26.)

이와 같은 고용률과 유배우율을 함께 살펴보면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성에서
청년기의 변화추이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먼저 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50대 초반 여성들의 경우, 20대 초반까지는 고용률이 유배우율을 압도
하지만 20대 후반부터는 고용률과 유배우율이 교차하면서 30대 초반에는 유배우
율이 고용률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유배우율은 낮아지고 고용
률은 높아져서, 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40대 초반 여성들의 경우 20
대 후반에 고용률은 피크를 이루는 반면 유배우율은 크게 낮아져서 20대 후반에
도 고용률이 유배우율을 압도하게 된다. 이 출생코호트가 성인기를 통과한 시점
이 1997년을 전후한 시기임을 고려해보면,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구조조정 시
기에 여성들의 생애과업을 조정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부터는 20대 후반부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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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혼은 하지 않는 상태가 보다 ‘일반적’이 된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후 출생코호트들에서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한
층 심화되어 20대 후반에 고용률과 유배우율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30대 후반 여성은 30대 초반에 고용률과 유
배우율이 모두 60% 내외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즉 현재의 2030
세대 여성들은 결혼해도 고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청
년기의 생애과정이 가족중심 생애과정에서 보다 노동중심 생애과정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자료: 1)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
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
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
일 2019.6.26.)

[그림 Ⅱ-9] 여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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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여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단위: %)

구분

고
용
률

유
배
우
율

시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6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19.0

61.7

47.0

47.3

57.3

64.1

68.6

70년대 초반출생 고용률

17.1

62.9

53.7

48.6

54.4

62.9

68.7*

7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13.4

56.3

63.1

53.0

54.2

62.2*

80년대 초반출생 고용률

10.8

57.2

66.1

59.6

59.2*

8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9.0

48.8

68.5

62.5*

90년대 초반출생 고용률

7.7

50.8

70.9*

9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8.8

48.5*

6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8

19.5

69.9

86.9

86.8

84.0

70년대 초반출생 유배우율

0.5

16.7

59.1

78.2

81.6

79.2

7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8

10.7

40.1

68.5

76.1

80년대 초반출생 유배우율

0.7

6.2

30.0

60.5

8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4

3.9

22.0

90년대 초반출생 유배우율

0.3

2.9

9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2

79.4

주: *2018년에 조사된 고용률이며, 같은 해에 조사된 유배우율은 없음.
자료: 1)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
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
일 2019.6.26.)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
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동일한 그래프로 남성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유배우율
을 압도하는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고용률은 완만히, 유배우율은 급격히 낮
아져 고용률과 유배우율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50대 초반 남성들의 경우 30대 초반이 되면 고용율
은 90%를 넘어서고 유배우율도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후 출생코호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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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의 고용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가장 최근 코호트까지도 30대 초반
고용율이 여전히 90%에 가깝게 나타난다. 반면 유배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
져 8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30대 후반 남성들의 경우 30대 초반의
유배우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즉 현재의 2030 세대 남성들은 여전히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30대초반까지도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자료: 1)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
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
일 2019.6.26.)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
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Ⅱ-10] 남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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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남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단위: %)

구분

고
용
률

유
배
우
율

시점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6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12.7

54.6

86.3

91.2

92.3

91.5

91.8

70년대 초반출생 고용률

9.7

54.3

78.3

89.8

91.2

92.5

91.8*

7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8.6

46.3

74.8

87.4

91.8

92.1*

80년대 초반출생 고용률

9.8

44.1

69.9

90.0

91.6

8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7.0

38.4

69.3

87.3*

90년대 초반출생 고용률

4.7

40.8

69.5*

90년대 후반출생 고용률

6.9

37.8*

6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1

3.5

35.3

70.6

78.0

79.4

70년대 초반출생 유배우율

0.1

3.6

28.5

57.2

69.9

72.1

7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2

2.4

17.9

48.6

64.5

80년대 초반출생 유배우율

0.3

1.8

14.3

43.2

8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2

1.1

9.8

90년대 초반출생 유배우율

0.2

1.0

90년대 후반출생 유배우율

0.1

77.4

주: *2018년에 조사된 고용률이며, 같은 해에 조사된 유배우율은 없음.
자료: 1)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
6.26.)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인구총조사. https://gsis.kwdi.re.kr/statHtml/
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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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본 절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
본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일정한 테마를 주기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사회조사와 동일한 문항은 2008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2008년도부터 가장 현재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2030 세대만을 추출하여 결혼
규범에 대한 태도, 성역할에 대한 동의도, 계층이동 전망에 대한 응답추이를
살펴본다.

가. 결혼규범 동의도
사회조사는 다양한 결혼규범에 대한 동의도 문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가장 대표적인 문항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를 묻는 것이다. 지
난 10년 간 2030 세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규범에 대한 동의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부터 ‘하지 말
아야 한다’의 5점 척도와 ‘잘 모르겠다’는 항목까지 여섯 개의 항목으로 응답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결혼규범에 동
의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결혼규범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낮아지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2008
년에 20대, 30대 모두 약 50%가 동의하였으나 2018년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08년에 20
대, 30대 모두 약 70%가 동의하였으나 2018년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40% 초
반에 그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결혼규범에 대한 동의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성들은 10년 전에도 동의비율은 절반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4명 중 한 명
만이 결혼규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남성들은 10년 전에는 결혼규범에 동의하
는 비율이 10명 중 7명으로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절반 이하가 결혼규범에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의 2030 세대, 특히 2030 여성에게 있어
결혼이 더 이상 이행해야 할 생애과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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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
060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그림 Ⅱ-11] 2030 남녀의 결혼규범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표 Ⅱ-7> 2030 남녀의 결혼규범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보류･
하지 탈규범적
태도
말아야
계
한다

규범적
태도
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잘
모르
겠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2.2

52.9

42.2

1.6

3.0

0.3

47.1

100.0

11.7

40.2

51.9

42.5

1.8

3.3

0.6

48.2

100.0

2012

9.0

39.6

48.6

47.2

1.9

1.8

0.4

51.3

100.0

2014

7.2

37.5

44.7

50.6

2.0

2.4

0.4

55.4

100.0

2016

5.1

31.4

36.5

55.0

2.5

5.0

1.1

63.6

100.0

시점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2008

10.7

2010

계

2018

3.5

22.7

26.2

64.4

2.4

4.9

2.1

73.8

100.0

2008

22.2

49.7

71.9

24.5

1.0

2.2

0.4

28.1

100.0

2010

22.3

44.6

66.9

28.3

2.2

1.9

0.6

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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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30대
여성

30대
남성

보류･
하지 탈규범적
태도
말아야
계
한다

규범적
태도
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잘
모르
겠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6.1

67.0

28.7

2.8

1.3

0.3

33.1

100.0

44.8

57.8

37.5

3.2

1.0

0.4

42.1

100.0

7.8

39.4

47.2

45.9

3.5

2.3

1.0

52.7

100.0

2018

6.7

33.9

40.6

52.5

3.4

2.7

0.9

59.5

100.0

2008

9.3

42.2

51.5

43.1

1.4

3.5

0.5

48.5

100.0

2010

7.6

36.6

44.2

50.0

1.0

4.0

0.7

55.7

100.0

2012

7.0

35.4

42.4

53.4

1.8

2.0

0.4

57.6

100.0

2014

5.7

32.6

38.3

57.7

1.1

2.3

0.5

61.6

100.0

2016

3.7

29.3

33.0

60.5

1.4

4.3

0.8

67.0

100.0

2018

2.6

25.3

27.9

66.3

1.0

4.4

0.4

72.1

100.0

2008

19.0

50.7

69.7

27.1

0.9

2.0

0.3

30.3

100.0

2010

16.4

47.9

64.3

32.4

0.9

2.1

0.3

35.7

100.0

2012

15.3

47.0

62.3

34.0

2.3

1.1

0.3

37.7

100.0

2014

9.8

43.1

52.9

43.9

1.5

1.3

0.5

47.2

100.0

2016

6.8

41.1

47.9

47.2

1.8

2.4

0.5

51.9

100.0

2018

6.8

37.2

44.0

51.6

2.0

2.0

0.4

56.0

100.0

시점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2012

20.9

2014

13.0

2016

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
060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이혼규범에 대한 동의도는 ‘해서는 안 된다’부터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의 4점 척도와 ‘잘 모르겠다’는 항목까지 다섯 개의 항목으로 응답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된다’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를 이혼규범에 동
의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혼규범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낮아지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2008
년에 20대 약 35%, 30대는 약 45%가 동의하였으나 2018년에는 동의하는 비율
이 20대, 30대 모두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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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모두 50%대가 동의하였으나 2018년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20대
는 약 25%, 30대는 약 30%에 그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이혼규범에 대한
동의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성들은 10년 전에도 동의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
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0명 중 한두 명만이 이혼규범에 동의하는 한편,
남성들은 10년 전에는 결혼규범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을 다소 넘는 수준이
었으나 최근에는 10명 중 두세 명만이 이혼규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의 2030 세대, 특히 2030 여성에게 있어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
는 규범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주: ‘이혼해서는 안 된다 +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
070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그림 Ⅱ-12] 2030 남녀의 이혼규범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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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2030 남녀의 이혼규범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시점

가급적
이혼
이혼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규범적
태도
계

이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모르
겠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보류･
탈규범적
태도
계

계

2008

5.9

29.0

34.9

49.8

3.3

12.1

65.2

100.0

2010

5.4

30.3

35.7

49.8

2.0

12.5

64.3

100.0

2012

3.8

23.8

27.6

53.9

2.3

16.2

72.4

100.0

2014

3.7

22.0

25.7

51.8

3.9

18.6

74.3

100.0

2016

3.1

16.4

19.5

54.7

3.4

22.4

80.5

100.0

2018

2.6

10.9

13.5

52.9

3.5

30.1

86.5

100.0

2008

11.1

41.4

52.5

36.6

3.2

7.7

47.5

100.0

2010

11.2

37.5

48.7

39.7

3.7

7.9

51.3

100.0

2012

11.7

35.8

47.5

36.9

4.0

11.6

52.5

100.0

2014

9.3

29.1

38.4

42.4

5.9

13.3

61.6

100.0

2016

7.0

27.8

34.8

44.3

5.8

15.1

65.2

100.0

2018

5.1

19.0

24.1

49.9

7.0

19.1

76.0

100.0

2008

6.1

37.7

43.8

46.2

1.6

8.5

56.3

100.0

2010

5.6

32.8

38.4

50.4

1.5

9.7

61.6

100.0

2012

4.0

26.5

30.5

53.2

1.7

14.5

69.4

100.0

2014

3.8

23.5

27.3

56.0

2.1

14.6

72.7

100.0

2016

2.7

19.2

21.9

58.1

2.2

17.8

78.1

100.0

2018

2.6

14.9

17.5

60.5

2.9

19.2

82.6

100.0

2008

11.9

45.2

57.1

34.8

2.4

5.7

42.9

100.0

2010

12.3

41.5

53.8

35.5

2.7

8.0

46.2

100.0

2012

11.0

38.0

49.0

38.4

2.5

10.0

50.9

100.0

2014

7.5

34.1

41.6

42.5

4.5

11.5

58.5

100.0

2016

7.0

33.9

40.9

42.7

3.9

12.5

59.1

100.0

2018

6.4

24.8

31.2

48.3

3.6

17.0

68.9

100.0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
070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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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혼동거･비혼출산･가족주의 동의도
앞선 문항들이 결혼과 이혼 자체에 대한 규범적 동의도를 묻고 있다면, 여기
서는 결혼과 연결되는 동거, 자녀, 가족주의와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들을 살펴
보았다. 우선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의 응답에서는 2030 응답자들의 응답값이 증가추세이
기는 하나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2018년 조사에서 특히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2030 세대의 동의도는 남녀 모두
가 70%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의 동의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았
으나 2018년 결과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위: %)

주: ‘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
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2
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그림 Ⅱ-13] 2030 남녀의 ‘비혼동거’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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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2030 남녀의 ‘비혼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시점

반대
계

계

15.8

44.3

100.0

30.9

15.7

46.6

100.0

58.2

29.0

12.8

41.8

100.0

46.5

58.1

28.3

13.6

41.9

100.0

14.2

47.9

62.1

23.5

14.4

37.9

100.0

23.4

49.9

73.3

19.1

7.6

26.7

100.0

2008

11.2

56.0

67.2

23.2

9.7

32.9

100.0

2010

9.8

55.8

65.6

24.0

10.4

34.4

100.0

2012

14.4

49.6

64.0

24.5

11.5

36.0

100.0

2014

14.3

50.5

64.8

22.8

12.4

35.2

100.0

2016

17.1

50.8

67.9

22.8

9.3

32.1

100.0

2018

20.8

54.6

75.4

17.6

6.9

24.5

100.0

2008

5.8

44.3

50.1

29.7

20.3

50.0

100.0

2010

7.0

41.9

48.9

33.0

18.1

51.1

100.0

2012

9.8

48.8

58.6

26.8

14.5

41.3

100.0

2014

10.5

48.1

58.6

26.1

15.3

41.4

100.0

2016

12.1

47.2

59.3

26.5

14.3

40.8

100.0

2018

19.3

51.9

71.2

20.1

8.8

28.9

100.0

2008

8.5

49.5

58.0

26.6

15.4

42.0

100.0

2010

9.0

49.0

58.0

29.0

13.0

42.0

100.0

2012

12.7

51.9

64.6

23.5

11.9

35.4

100.0

2014

15.0

51.9

66.9

21.3

11.7

33.0

100.0

2016

15.1

50.4

65.5

23.3

11.2

34.5

100.0

2018

19.1

56.0

75.1

17.3

7.7

25.0

100.0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2008

7.7

47.9

2010

8.1

2012

동의
계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55.6

28.5

45.2

53.3

11.3

46.9

2014

11.6

2016
2018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
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2
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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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
면, 전체적인 동의도는 앞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가운데, 응답값의 변화 경향은 유사하게 나
타난다. 2016년까지의 응답에서는 2030 응답자들의 응답값이 증가추세이기
는 하나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2018년 조사에서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의 2030 세대의 동의도는 20대 여성
은 약 35%, 30대 여성과 20대, 30대 남성은 약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남성의 동의도가 더 높은 경향
을 보여 왔으며, 2018년 결과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
히 남성의 동의도가 더 높다.
(단위: %)

주: ‘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지 않
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그림 Ⅱ-14] 2030 남녀의 ‘비혼출산’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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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2030 남녀의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시점

반대
계

계

33.2

71.5

100.0

41.1

32.8

73.9

100.0

26.8

39.6

33.6

73.2

100.0

21.6

26.4

37.7

35.9

73.6

100.0

7.1

21.8

28.9

36.5

34.7

71.2

100.0

9.3

25.1

34.4

41.6

23.9

65.5

100.0

2008

3.4

29.0

32.4

39.7

28.0

67.7

100.0

2010

3.7

27.4

31.1

39.6

29.3

68.9

100.0

2012

5.6

23.9

29.5

36.9

33.6

70.5

100.0

2014

6.5

27.6

34.1

32.1

33.8

65.9

100.0

2016

8.0

26.8

34.8

36.8

28.4

65.2

100.0

2018

9.6

29.2

38.8

38.8

22.4

61.2

100.0

2008

2.7

21.2

23.9

34.7

41.4

76.1

100.0

2010

3.7

19.8

23.5

39.7

36.8

76.5

100.0

2012

5.0

24.7

29.7

35.9

34.4

70.3

100.0

2014

4.5

21.1

25.6

38.1

36.3

74.4

100.0

2016

6.4

23.4

29.8

37.3

32.9

70.2

100.0

2018

9.2

28.9

38.1

37.6

24.3

61.9

100.0

2008

3.5

25.2

28.7

36.1

35.2

71.3

100.0

2010

4.2

25.8

30.0

40.2

29.8

70.0

100.0

2012

5.9

28.6

34.5

35.7

29.8

65.5

100.0

2014

7.0

28.0

35.0

33.5

31.5

65.0

100.0

2016

7.0

28.1

35.1

35.3

29.5

64.8

100.0

2018

9.2

29.2

38.4

38.5

23.1

61.6

100.0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2008

3.5

24.9

2010

3.5

2012

동의
계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28.4

38.3

22.6

26.1

4.0

22.8

2014

4.8

2016
2018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지 않
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 1SSFA054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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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전체적
인 동의도는 앞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동의도는 2030 남녀 모두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에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선 두 문항과 달리 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동의도가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주: ‘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외국인과 결혼
해도 상관없어,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SSFA053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
(검색일 2019.6.24.)

[그림 Ⅱ-15] 2030 남녀의 ‘외국인 결혼’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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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2030 남녀의 ‘외국인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시점

반대
계

계

8.8

31.7

100.0

20.4

8.4

28.8

100.0

77.1

16.0

6.9

22.9

100.0

47.7

78.3

15.5

6.3

21.8

100.0

34.5

44.6

79.1

14.3

6.6

20.9

100.0

41.4

45.4

86.8

10.6

2.6

13.2

100.0

2008

11.0

54.7

65.7

24.7

9.7

34.4

100.0

2010

15.6

53.8

69.4

22.4

8.2

30.6

100.0

2012

19.1

49.6

68.7

21.8

9.4

31.2

100.0

2014

22.9

46.8

69.7

19.1

11.2

30.3

100.0

2016

25.5

48.6

74.1

18.6

7.2

25.8

100.0

2018

30.3

51.0

81.3

14.2

4.5

18.7

100.0

2008

13.7

50.3

64.0

25.5

10.4

35.9

100.0

2010

17.6

52.3

69.9

22.5

7.6

30.1

100.0

2012

23.9

52.2

76.1

17.9

6.0

23.9

100.0

2014

23.7

50.5

74.2

18.9

6.8

25.7

100.0

2016

29.4

49.6

79.0

15.7

5.4

21.1

100.0

2018

35.8

49.1

84.9

12.1

3.0

15.1

100.0

2008

12.8

52.2

65.0

26.2

8.7

34.9

100.0

2010

14.2

54.1

68.3

23.7

8.0

31.7

100.0

2012

20.3

52.6

72.9

19.7

7.4

27.1

100.0

2014

21.8

50.1

71.9

20.5

7.6

28.1

100.0

2016

23.4

50.2

73.6

19.3

7.1

26.4

100.0

2018

29.5

51.6

81.1

14.3

4.6

18.9

100.0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2008

15.8

52.5

2010

19.3

2012

동의
계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68.3

22.9

51.8

71.1

28.7

48.4

2014

30.6

2016
2018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외국인과 결혼
해도 상관없어,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SSFA053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
(검색일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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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의 응답에서는 증가나 감소의 일관된 추세가
발견되지 않으며,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2008-2016년의 응답
에서 2030 응답자들의 동의도는 대부분 40% 후반대로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2018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아
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 특히 20대 여성에게 가장 뚜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주: ‘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생활
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2R&c
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그림 Ⅱ-16] 2030 남녀의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우선’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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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2030 남녀의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우선’에 대한 태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시점

반대
계

계

10.5

54.2

100.0

12.1

53.5

100.0

44.2

11.7

55.9

100.0

47.2

41.5

11.2

52.7

100.0

37.0

44.4

43.6

12.0

55.6

100.0

6.3

29.7

36.0

45.1

18.8

63.9

100.0

7.5

37.9

45.4

46.1

8.5

54.6

100.0

2010

7.1

40.9

48.0

40.9

11.1

52.0

100.0

2012

7.6

39.8

47.4

41.9

10.8

52.7

100.0

2014

7.9

40.6

48.5

40.9

10.6

51.5

100.0

2016

6.7

39.5

46.2

40.1

13.7

53.8

100.0

2018

8.9

36.5

45.4

40.7

13.9

54.6

100.0

2008

8.5

38.7

47.2

41.0

11.8

52.8

100.0

2010

8.5

35.2

43.7

43.3

13.0

56.3

100.0

2012

7.8

35.2

43.0

44.4

12.6

57.0

100.0

2014

8.2

40.4

48.6

39.6

11.7

51.3

100.0

2016

9.3

39.6

48.9

37.6

13.5

51.1

100.0

2018

6.8

35.7

42.5

41.5

16.0

57.5

100.0

2008

8.8

40.1

48.9

41.9

9.2

51.1

100.0

2010

7.2

42.3

49.5

39.7

10.8

50.5

100.0

2012

7.8

38.5

46.3

42.9

10.9

53.8

100.0

2014

8.3

44.1

52.4

37.7

9.9

47.6

100.0

2016

8.6

42.0

50.6

38.8

10.6

49.4

100.0

2018

7.2

39.6

46.8

39.3

13.9

53.2

100.0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2008

7.6

38.2

2010

7.8

38.7

2012

7.1

2014

동의
계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45.8

43.7

46.5

41.4

37.0

44.1

7.6

39.6

2016

7.4

2018
2008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
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2R&conn_path=I2
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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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사분담과 여성의 일
사회조사는 가사분담과 여성의 일에 대한 몇 가지 문항을 질문하고 있다. 여기
서는 가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성의 취업이 가족주기에 따라 달려져야
하는지,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묻는 세 가지 문항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가사분담’에 대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거나 ‘부인이 주로 하
지만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즉 가사분담은 주로 여성 책임이
라고 응답한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의
순서는 유지되고 있다. 2018년 응답에서 가장 동의도가 낮은 20대 여성은 열
명 중 한 명, 가장 동의도가 높은 30대 남성도 열 명 중 세 명만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2030 세대, 특히 20대에게 가사는 여성이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주: ‘부인 주도’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SSFA112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그림 Ⅱ-17] 2030 남녀의 ‘가사는 여성책임’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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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2030 남녀의 ‘가사책임’에 대한 태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시점

부인이
주로
부인이
전적으로 하지만
남편도
책임
분담

부인
주도
계

공평
하게
분담

남편이
전적
으로
책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담

공평
분담
및
남편
주도
계

계

2008

0.5

37.2

37.7

61.3

0.3

0.7

62.3

100.0

2010

1.0

31.9

32.9

64.8

0.5

1.7

67.0

100.0

2012

1.4

25.4

26.8

69.9

0.4

2.8

73.1

100.0

2014

0.8

22.7

23.5

74.0

0.2

2.3

76.5

100.0

2016

0.6

17.9

18.5

79.1

0.4

0.4

81.5

100.0

2018

0.4

11.4

11.8

83.0

1.2

1.2

88.1

100.0

2008

2.9

52.7

55.6

44.0

0.1

0.3

44.4

100.0

2010

3.1

45.1

48.2

50.6

0.2

1.0

51.8

100.0

2012

3.1

38.1

41.2

56.5

0.4

1.8

58.7

100.0

2014

1.8

33.8

35.6

62.3

0.3

1.8

64.4

100.0

2016

1.9

25.6

27.5

70.5

0.5

1.5

72.5

100.0

2018

0.8

17.7

18.5

80.0

0.4

1.1

81.5

100.0

2008

1.4

62.4

63.8

35.3

0.2

0.2

36.2

100.0

2010

1.2

57.8

59.0

40.1

0.1

0.1

41.0

100.0

2012

1.4

45.4

46.8

52.0

0.1

0.1

53.2

100.0

2014

1.3

42.5

43.8

54.9

0.1

0.1

56.1

100.0

2016

1.0

32.4

33.4

65.1

0.5

0.5

66.6

100.0

2018

0.9

25.6

26.5

71.6

0.4

0.4

73.5

100.0

2008

6.8

67.1

73.9

25.4

0.1

0.5

26.0

100.0

2010

6.1

63.2

69.3

29.3

0.2

1.2

30.7

100.0

2012

5.1

51.4

56.5

42.0

0.3

1.2

43.5

100.0

2014

5.2

47.7

52.9

46.0

0.3

0.7

47.0

100.0

2016

3.4

41.0

44.4

53.7

0.6

1.2

55.5

100.0

2018

2.4

30.8

33.2

64.6

0.4

1.7

66.7

100.0

자료: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SSFA112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48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다음으로 여성이 ‘가정 일에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조사까지는 2030 세대의 응답이 특별한 추이를 보
이지 않다가 2017년에 동의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동
의도가 높은 비율은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의 순서이
며, 2017년의 급격한 응답변화에도 이 순서는 유지되고 있다. 2017년 응답에
서 가장 동의도가 높은 20대 여성은 열 명 중 일곱 명, 가장 동의도가 낮은 30
대 남성도 거의 절반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2030 세
대, 특히 20대에게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주: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가정 일에 관계없이’ 두 항목의 곱으로 산출한 비중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SSLA030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그림 Ⅱ-18] 2030 남녀의 ‘가정일에 관계없이 여성 취업’ 동의도:
2009-2017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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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2030 남녀의 ‘가족주기와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2009-2017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주: 1)
2)
3)
4)
5)
6)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계

가정
일에
전념
하는
것이
더 중요

잘
모르
겠다

계6)

시점

가정
출산
첫 자녀
전과
자녀
결혼
일에
출산
3)
5)
자녀 성장 후
관계
4) 전까지
전까지
1)
2)
없이 성장 후

2009

60.9

17.2

4.7

7.4

3.6

93.8

3.3

3.0

100.0

2011

57.5

18.7

5.5

8.1

4.5

94.3

2.5

3.4

100.0

2013

58.7

19.8

4.7

6.5

3.6

93.3

2.5

4.3

100.0

2015

58.6

18.8

4.8

8.6

3.2

94.0

2.1

4.0

100.0

2017

68.4

15.3

3.4

5.1

2.4

94.6

2.3

3.2

100.0

2009

49.5

15.8

4.8

9.6

5.2

84.9

6.8

8.2

100.0

2011

45.3

18.8

6.8

10

4.6

85.5

6.1

8.3

100.0

2013

49.0

17.6

5.1

9.4

3.9

85.0

4.3

10.7

100.0

2015

48.2

18.5

6.5

8.1

2.8

84.1

5.0

10.8

100.0

2017

55.7

15.6

5.2

6.3

2.3

85.1

3.9

11.0

100.0

2009

46.1

25.4

12.0

5.4

2.0

90.9

7.0

2.2

100.0

2011

42.0

28.4

12.8

6.2

2.4

91.8

4.9

3.3

100.0

2013

43.2

27.7

13.0

5.2

3.1

92.2

4.6

3.2

100.0

2015

42.8

29.3

13.4

4.4

2.5

92.4

3.7

3.8

100.0

2017

49.7

27.1

10.8

4.4

2.6

94.6

3.2

2.2

100.0

2009

40.1

21.1

11.5

8.0

4.3

85.0

9.4

5.6

100.0

2011

36.7

22.9

12.5

8.5

3.6

84.2

9.5

6.4

100.0

2013

40.4

23.1

10.3

6.3

4.5

84.6

7.0

8.4

100.0

2015

39.5

23.9

12.9

7.0

3.1

86.4

6.9

6.7

100.0

2017

47.8

22.0

10.7

6.0

2.2

88.7

5.7

5.4

100.0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가정 일에 관계없이’ 두 항목의 곱으로 산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두 항목의 곱으로 산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자녀 성장 후’ 두 항목의 곱으로 산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첫 자녀 출산 전까지’ 두 항목의 곱으로 산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결혼 전까지’ 두 항목의 곱으로 산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가정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 + ‘잘 모르겠다’
의 합, 응답별 합산치와 일부 오차 있음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SSLA030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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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추이를 살펴보았다. ‘돌봄･가사부담’은 ‘육아부담’, ‘가사부담’, ‘가족돌
봄’ 세 가지 항목의 합계이며, ‘편견과 차별’은 ‘사회적 편견･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책임감･능력부족’은 ‘직업의식･책임감 부족’,
‘일에 대한 여성 능력 부족’ 두 가지 항목의 합계이다. 전반적인 응답추이는
‘돌봄･가사부담’, ‘편견과 차별’이 압도적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편견과 차별’
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20대는 ‘편견과 차별’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30대는 ‘돌봄･가사부담’이라는 응답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들의 경우 2015년부터 ‘돌봄･가사부담’에 비해 ‘편견과
차별’이라는 응답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주: 1) ‘돌봄･가사부담’은 ‘육아부담 + 가사부담 + 가족돌봄’ 세 가지 항목의 합계
2) ‘편견과 차별’은 ‘사회적 편견･관행 + 불평등한 근로여건’ 두 가지 항목의 합
3) ‘책임감･능력부족’은 ‘직업의식･책임감 부족 + 일에 대한 여성 능력 부족’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여성취업 장애 요인(주된응답,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SSLA041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그림 Ⅱ-19] 2030 남녀의 ‘여성취업 장애요인’: 2009-2017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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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2030 남녀의 ‘여성취업 장애요인’: 2009-2017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시점

가족
돌봄･ 사회적
육아 가사 돌봄
가사 편견
부담 부담 (육아
2)
관행
1) 부담
제외)

불평
등한
근로
여건

직업
편견과 의식
차별3) 책임감
부족

일에
대한
여성
능력
부족

책임감
･능력 기타5)
부족4)

계

2009 45.1

-

4.1

49.2

25.3

17.0

42.3

2.9

1.2

4.1

4.4

100.0

2011 43.1
20대
2013 44.4
여성
2015 40.8

-

4.9

48.0

27.3

16.2

43.5

3.3

1.6

4.9

3.5

100.0

-

3.3

47.7

26.4

16.0

42.4

2.8

1.1

3.9

6.1

100.0

-

3.6

44.4

31.5

16.6

48.1

2.6

1.4

4.0

3.4

100.0

2017 38.6 1.4

2.7

42.7

35.3

14.9

50.2

2.5

1.2

3.7

3.2

100.0

2009 37.8

-

4.2

42.0

27.5

11.9

39.4

7.0

2.6

9.6

8.9

100.0

2011 35.7
20대
2013 38.2
남성
2015 39.0

-

4.4

40.1

27.6

11.6

39.2

8.9

2.4

11.3

9.4

100.0

-

3.5

41.7

24.5

10.9

35.4

10.1

2.4

12.5

10.4 100.0

-

3.3

42.3

25.6

8.2

33.8

11.1

3.7

14.8

9.0

100.0

2017 37.9 1.9

3.2

43.0

27.8

7.5

35.3

9.4

4.1

13.5

8.1

100.0

2009 62.3

-

3.9

66.2

15.9

10.2

26.1

2.4

1.2

3.6

4.2

100.0

2011 62.2
30대
2013 61.1
여성
2015 65.4

-

4.5

66.7

14.0

11.6

25.6

2.7

1.2

3.9

3.9

100.0

-

4.5

65.6

16.6

10.9

27.5

2.4

1.1

3.5

3.4

100.0

-

4.6

70.0

14.6

9.9

24.5

1.9

0.8

2.7

2.9

100.0

2017 64.3 1.2

2.6

68.1

16.9

11.1

28.0

1.3

0.3

1.3

2.2

100.0

2009 55.4

-

3.5

58.9

18.4

9.8

28.2

5.6

2.1

7.7

5.3

100.0

2011 55.6
30대
2013 52.4
남성
2015 52.8

-

4.1

59.7

17.9

9.8

27.7

5.4

1.3

6.7

6.0

100.0

-

3.6

56.0

18.7

9.8

28.5

6.0

1.9

7.9

7.6

100.0

-

2.7

55.5

20.5

9.7

30.2

6.8

1.9

8.7

5.6

100.0

2.0

55.8

22.0

9.3

31.3

6.5

1.5

8.0

5.0

100.0

2017 52.5 1.3

주: 1) 2017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
2) ‘육아부담 + 가사부담 + 가족돌봄’ 세 가지 항목의 합계
3) ‘사회적 편견･관행 + 불평등한 근로여건’ 두 가지 항목의 합계
4) ‘직업의식･책임감 부족 + 일에 대한 여성 능력 부족’ 두 가지 항목의 합계
5) ‘구인정보 부족 + 기타 + 모르겠음’ 세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여성취업 장애 요인(주된응답,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SSLA041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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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층이동 전망
사회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즉 계층이동 전망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전망과 ‘자식 세대’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
다’, ‘매우 낮다’의 4점 척도와 ‘모르겠다’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서는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비중을 중심으로 2030 세대의 응답
추이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본인세대의 계층이동 전망은 최근으로 올수록 20대 남녀, 30대 남녀
네 집단 모두 긍정적인 전망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1년과 2015년에 분절
적으로 크게 긍정적 전망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보
면, 성별보다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
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2017년을 기준으로 2030 남녀 모두 다
섯 명 중 한 명만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계층이동 가능성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주: ‘높다’는 ‘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본인세대 계층이동(19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
242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그림 Ⅱ-20] 2030 남녀의 본인세대 계층이동 전망 ‘높다’ 비중:
2009-2017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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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2030 남녀의 본인세대 계층이동 전망: 2009-2017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30대
여성

시점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2009

5.7

40.6

2011

5.6

2013

높다
계

낮다
계

잘
모르
겠다

계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46.3

31.0

8.0

39.0

14.8

100.0

36.8

42.4

36.6

8.5

45.1

12.5

100.0

5.6

36.9

42.5

35.7

8.4

44.1

13.4

100.0

2015

3.0

25.0

28.0

40.7

15.1

55.8

16.2

100.0

2017

2.8

21.1

23.9

45.4

19.7

65.1

11.0

100.0

2009

7.5

39.3

46.8

29.9

8.8

38.7

14.5

100.0

2011

7.5

34.2

41.7

34.4

12.1

46.5

11.7

100.0

2013

7.2

33.8

41.0

34.5

12.2

46.7

12.4

100.0

2015

4.5

24.8

29.3

38.3

17.3

55.6

15.1

100.0

2017

4.0

20.4

24.4

45.2

19.1

64.3

11.2

100.0

2009

2.9

34.1

37.0

37.9

13.5

51.4

11.6

100.0

2011

2.0

24.8

26.8

46.0

18.6

64.6

8.7

100.0

2013

3.0

24.4

27.4

44.3

19.1

63.4

9.2

100.0

2015

1.9

17.5

19.4

45.0

24.3

69.3

11.4

100.0

2017

2.2

17.9

20.1

47.8

24.3

72.1

7.7

100.0

2009

1.9

32.1

34.0

40.4

11.2

51.6

14.5

100.0

2011

1.7

25.4

27.1

48.1

14.4

62.5

10.4

100.0

2013

2.1

24.6

26.7

46.4

15.2

61.6

11.6

100.0

2015

0.9

18.0

18.9

49.7

19.6

69.3

11.8

100.0

2017

2.1

17.5

19.6

51.3

18.9

70.2

10.3

100.0

주: 20대의 연령구간은 2009년은 15~29세, 2011년･2013년･2015년은 13~29세,
2017년 19~29세로 시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본인세대 계층이동(19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
242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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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세대의 계층이동 전망 또한 본인세대의 계층이동 전망에 대한 응답 경향
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20대 남녀, 30대 남녀
네 집단 모두 긍정적인 전망이 감소하였고, 특히 2011년과 2015년에 분절적
으로 크게 긍정적 전망이 감소한 것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
를 비교해보면, 본인세대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보았을 때 연령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2030 남녀 모두 네 명 중 한 명만이 ‘노력하
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계층이
동 가능성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주: ‘높다’는 ‘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 두 가지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다음세대 계층이동(19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
244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그림 Ⅱ-21] 2030 남녀의 자식세대 계층이동 전망 ‘높다’ 비중:
2009-2017년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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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2030 남녀의 자식세대 계층이동 전망: 2009-2017년 사회조사
(단위: %)

집단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시점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2009

6.8

41.4

2011

5.7

2013

높다
계

낮다
계

잘
모르
겠다

계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48.2

23.6

5.7

29.3

22.5

100.0

34.5

40.2

34.2

7.8

42.0

17.7

100.0

5.7

34.6

40.3

32.2

9.1

41.3

18.4

100.0

2015

3.1

22.3

25.4

37.1

17.7

54.8

19.8

100.0

2017

3.3

22.8

26.1

37.4

18.9

56.3

17.7

100.0

2009

7.6

40.2

47.8

22.8

6.8

29.6

22.6

100.0

2011

5.1

32.4

37.5

34.3

12.5

46.8

15.8

100.0

2013

5.2

32.1

37.3

32.7

12.1

44.8

17.9

100.0

2015

4.5

23.3

27.8

33.7

20.4

54.1

18.1

100.0

2017

4.4

22.9

27.3

36.8

19.4

56.2

16.6

100.0

2009

5.1

43.4

48.5

25.8

5.0

30.8

20.6

100.0

2011

3.4

35.5

38.9

36.6

9.0

45.6

15.5

100.0

2013

3.9

34.0

37.9

37.2

9.5

46.7

15.5

100.0

2015

2.5

25.7

28.2

39.8

15.3

55.1

16.8

100.0

2017

2.4

23.4

25.8

43.1

16.2

59.3

14.9

100.0

2009

5.5

42.2

47.7

25.9

7.4

33.3

19.0

100.0

2011

3.8

34.9

38.7

36.3

11.7

48.0

13.2

100.0

2013

4.7

31.2

35.9

37.6

13.4

51.0

13.2

100.0

2015

3.5

22.5

26.0

39.1

19.9

59.0

15.0

100.0

2017

3.1

21.8

24.9

41.6

21.3

62.9

12.2

100.0

주: 20대의 연령구간은 2009년은 15~29세이고, 나머지 네 시점은 모두 19~29세임.
자료: 통계청(2009, 2011, 2013, 2015, 2017). 다음세대 계층이동(19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
244R&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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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절에서는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1)를 통해 노동시장참
여와 가족형성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탐색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세대로 올수록 2030 세대의 고용률은 유배우율을 훨씬 넘어
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의 2030 세대에게 일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
인 반면,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0
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20대 초반까지는 고용률이 유배우율을 압도하
지만 20대 후반부터는 고용률과 유배우율이 교차하면서 30대 초반에는 유배
우율이 고용률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유배우율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져서, 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40대 초반 여성들의 경
우 20대 후반에 고용률은 피크를 이루는 반면 유배우율은 크게 낮아져서 20대
후반에도 고용률이 유배우율을 압도하게 된다. 이후 출생코호트들에서 유배우
율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한층 심화되어 20대 후반에 고용률
과 유배우율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30대 후반 여성은 30대 초반에 고용률과 유배우율이 모두 60% 내외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즉 현재의 2030 세대 여성들은 결혼해도 고
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청년기의 생애과정이 가족중심
생애과정에서 보다 노동중심 생애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순미,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
은 생애과정의 변화가 급속하게 나타난 시점이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 청년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변화는 “임신, 출산, 양육
등 당면한 생애주기상의 과제를 ‘자신의 선택으로’ 미루어가면서 신자유주의
적 사회변화의 파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배은경, 2009)”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결혼 및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에서는 최근의 2030 세대에게 결혼규범
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비혼동거에 대해서도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지만,

1) KOSIS는 셀별로 정확한 사례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본 소결에서 제시하는 사
회조사의 값들은 각 성별의 20대와 30대 응답률을 단순평균한 것이다. 원자료를
분석할 경우 각 연령대의 사례수에 따라 평균값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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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출산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결혼에 대한 동의는 제한적이었다. 전반적으
로 ‘결혼해야 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결혼을 둘러싼 규범은 최근의 2030
세대에게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규범, 이혼규범에
대한 동의도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가운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30
여성들의 약 27%만이 ‘결혼해야 한다’, 약 16%만이 ‘이혼하면 안 된다’에 동
의하였다. 남성들의 경우 결혼규범에 동의하는 여성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결
혼해야 한다’는 약 42%, ‘이혼하면 안 된다’는 약 28% 수준으로 과반에 이르
지 못하였다. 즉 최근의 2030 세대, 특히 2030 여성에게 있어 더 이상 결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거나 지속해야할 생애과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혼동거과 비혼출산 등 대안적 친밀성에 동의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응답에서 동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비
혼동거에 대해서는 2030 여성들의 약 72%, 남성들의 약 75%가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여 동의도가 높았던 반면, 비혼출산의 경우에는 2030 여성들의 약
36%, 남성들의 약 39%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까지 동의도는 높지 않
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2030 여성의 약 86%, 남성의 약 81%로 매우 높은 것과 비교된다.
또한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간의 응답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2018년 응답에서 동의 비율이 다
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2030 여성들의 약 39%, 남성들의 약 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황정미(2018: 32)는 이러한 경향을 단순한 전통적
결혼규범에 대한 동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없이는 결혼과 가족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결혼을 필수로 여
기지 않으며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자유로운 인식이 증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의 문턱을 넘고 아이를 낳는다는 현실 앞에서 친밀성과 관계에 대
한 다양한 상상력은 한낱 상상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나의 안
전한 미래를 위해 결혼과 출산은 방어적･회피적으로 대응해야 할 생애사건”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은 2018년의 응답에서 발견되는 다소 급진적인 변화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셋째, 가사노동 분담과 여성의 일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추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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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성별 분업에 대한 동의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었고, 2017년 이후 그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져 성별분업규범에 동의하는 2030 세대는 이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가 ‘여성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2030 여성의 약 19%,
남성의 약 26%만이 동의하고 있다. 여성이 ‘가정 일에 관계 없이’ 취업하는 것
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2017년에 동의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 확인되는데, 2030 여성의 약 59%, 남성의 약 52%가 동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의 2030 세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며 여
성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더 분명하지만 남성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다.
넷째, 계층이동 전망은 최근으로 올수록 긍정적인 전망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1년과 2015년에 분절적으로 크게 긍정적 전망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2030 남녀 모두 본인세대는 약 22%, 자녀세대에 대해
서는 약 26%만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응답은 2009년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 전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은 ‘가족중심 생애과정’에서 ‘노동중심 생애
과정’으로 이동해 왔으며, 이제 ‘노동중심 생애과정’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노동생애’가 더 중요한 시대에 결혼규범이나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급속한 속도로 해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
여성들에게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 남성들에게도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젠더질서와 대안적 친밀성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10년 전의 청년세대에 비해 계층이동 가능성을 훨씬 어둡게 예측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원없는 결혼이나 결혼제도를 거치지 않는 출산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이 실험하고자 하는
대안적 친밀성이 현실화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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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GI 개요
이 장에서는 졸업과 취업, 결혼과 자녀출산 등 ‘청년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
들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향후 생애 전망, 관련 정책(저출산, 청년 정책 등)
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결과를 정리
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 만 20-39세 비혼 남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2일에서 8월 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들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가족의 영역으로 진입
하지 않은 청년들의 생애전망에 주목하기 위해서였다2).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년기 이행 경로와 향후 생애전망에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
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취업상태)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8개 집단, 40명),
각 집단별로 1회(2시간 소요)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주제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향후 10년 간 중요한 일(과업)과 미래 전망, 친밀성/가족형
성에 관한 전망, 청년 담론과 저출산 정책에 관한 인식 등으로 구체적인 질문
2) ‘비혼’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예컨대 박수민, 2017)이 ‘비혼’을 ‘자발적으로 선
택’한 경우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으로 선택
한 경우가 아닌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혼’을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의 생애전망은 비혼 상태일
때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제도적 친밀성으로 진입하지 않는 청년들
이 생애전망이 현재 저출산 현상의 이면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
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혼 상태인 개인들의 일가족양립이나 양육 문제와 관련해
서는 관련 정책연구분야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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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충실한 인터뷰 운영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주제와 관련된 사전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참여자들의 동의
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였다. 세부 집단 구성 및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초점집단인터뷰 그룹 구성
구분

그룹구성

비고

G1

만 20~24세 남성 대학생

G2

만 20~24세 여성 대학생

사회 경험이 없고 대학교 재학 혹은 휴학생
(아르바이트, 단기 인턴은 사회 경험에 미포함)

G3

만 25~34세 남성 구직자

G4

만 25~34세 여성 구직자

G5

만 20~37세 미혼 남성 직장인

G6

만 25~37세 미혼 여성 직장인

G7

남성 고졸 구직자

G8

여성 고졸 구직자

사회 경험이 2년 미만
(전체 직장 경력 기준/아르바이트, 단기 인턴은
사회 경험에 미포함)
사회 경험이 2년 이상
(현재 직장 기준이 아닌 전체 직장 경력)
사회 경험이 2년 미만
(전체 직장 경력 기준/아르바이트, 단기 인턴은
사회 경험에 미포함)

<표 Ⅲ-2>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사회생활
경험

최종
학력

부모님과
동거여부

참여자 1-1

여

20세

대학생

서울

아르바이트

대재

동거

참여자 1-2

여

23세

대학생

경기도

아르바이트

대재

동거

참여자 1-3

여

20세

대학생

서울

아르바이트

대재

동거

참여자 1-4

여

20세

대학생

서울

없음

대재

동거

참여자 1-5

여

22세

대학생

경기도

아르바이트,
인턴

대재

동거

참여자 1-6

남

24세

대학생

서울

아르바이트

대재

비동거

참여자 1-7

남

20세

대학생

경기도

아르바이트

대재

동거

참여자 1-8

남

22세

대학생

경기도

아르바이트

대재

동거

Ⅲ. 청년층의 생애전망 이야기: 비혼 2030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 63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사회생활
경험

최종
학력

부모님과
동거여부

참여자 1-9

남

22세

대학생

경기도

아르바이트

대재

동거

참여자 1-10

남

20세

대학생

서울

없음

대재

동거

참여자 2-1

여

21세

취업준비중

경기도

아르바이트
정규직
3개월

고졸

동거

참여자 2-2

여

23세

취업준비중

인천

정규직 4년

고졸

동거

참여자 2-3

여

20세

취업준비중

경기도

아르바이트

고졸

동거

참여자 2-4

여

25세

취업준비중

서울

아르바이트

고졸
(대학중퇴)

비동거

참여자 2-5

여

21세

취업준비중

인천

아르바이트
정규직 2년

고졸

비동거

참여자 2-6

남

24세

취업준비중

서울

아르바이트
인턴

고졸

비동거

참여자 2-7

남

25세

취업준비중

서울

아르바이트
정규직 3년

고졸

동거

참여자 2-8

남

21세

취업준비중

서울

아르바이트

고졸

동거

참여자 2-9

남

23세

취업준비중

서울

아르바이트
인턴

고졸

비동거

참여자 2-10

남

26세

취업준비중

서울

아르바이트
고졸
인턴-6개월 (대학중퇴)

참여자 3-1

여

29세

취업준비중

경기도

1년

대졸

동거

참여자 3-2

여

25세

취업준비중

서울

6개월

대졸

동거

참여자 3-3

여

25세

취업준비중

서울

아르바이트,
인턴

대졸

동거

참여자 3-4

여

27세

취업준비중

경기도

아르바이트

대졸

비동거

참여자 3-5

여

26세

취업준비중

서울

정규직
1년

대졸

동거

참여자 3-6

남

28세

취업준비중

인천

정규직
9개월

대졸

동거

참여자 3-7

남

31세

취업준비중

서울

정규직 1년

대졸

동거

참여자 3-8

남

29세

취업준비중

서울

정규직
1년 2개월

대졸

비동거

비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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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사회생활
경험

최종
학력

부모님과
동거여부

참여자 3-9

남

30세

취업준비중

경기도

정규직 1년

대졸

동거

참여자 3-10

남

26세

취업준비중

경기도

아르바이트

대졸

동거

참여자 4-1

여

28세

IT업종
사무직

경기도

2년 8개월

대졸

동거

참여자 4-2

여

28세

의류제조
수출

서울

4년 10개월

대졸

동거

참여자 4-3

여

32세

도소매업종
사무직

서울

6년

대졸

비동거

참여자 4-4

여

28세

행사기획
현장직

서울

2년 2개월

대졸

동거

참여자 4-5

여

31세

건설업종

서울

4년 10개월

대졸

비동거

참여자 4-6

남

30세

자동차
제조업
사무직

서울

4년 2개월

대졸

동거

참여자 4-7

남

30세

의류업

서울

3년 9개월

대졸

비동거

참여자 4-8

남

33세

쇼핑백
제조무역

경기도

3년

대졸

동거

참여자 4-9

남

30세

교육과정
연구개발
사무직

경기도

4년 2개월

대학원

동거

참여자 4-10

남

32세

스포츠
관련업체
사무직

서울

5년

대졸

비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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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분석
가. 대학생(취업준비생)
1) 청년기 이행과 경력 전망
가) 여성
(1) 자유롭게 살기 위해, 좋아하는 일, 안정적인 일을 찾고 싶어요
이번 FGI에서는 ‘향후 10년 간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청년기 이행’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여성 대학생들은 ‘자신
의 일을 탐색하고 찾는 것’을 향후 10년 간 가장 중요한 일로 전망하였으며,
개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로 ‘하고 싶은 일’이면서 ‘안정적
인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는 지금 영문학과 전공하고 있는데 제 전공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중략)교수나 석사 박사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는 되게 오래 봐야 되는 장기
적인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아직 고민 중이고 직업적으로는 번역 쪽에 관심
이 있어서 프리랜서 같은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직
은 탐색 시기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1, 여, 20세).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2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실습을 해 보니
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성에 맞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대
학 병원에 들어가고 싶고 간호사 하면 나중에 진로에 폭이 넓어가지고 간호
사를 하다가도 간호 공무원도 준비 해 보고 싶고…(참여자 1-3, 여, 20세).

그녀들에게 ‘일’(취업)이란 그 자체로 완료되는 과업이나 목표라기보다는 자
신이 지향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
해 보였다. 그녀들에게는 일(취업)만큼이나 지속적인 배움이나 취미활동, 개인
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했는데, 일(취업)은 이러한 활동과 시간들
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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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순위가 안
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고 2순위가 제가 취미나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1-2, 여, 23세).
사실 제가 프리랜서를 얘기한 게 안정이랑 거리가 멀 수가 있는데 (중략)보
통 프리랜서면 적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입지가 잡히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거르고 골라서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략)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부분으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안정적인 거를 포기하더라도
그런 거를 같이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참여
자 1-1, 여, 20세).
저도 안정적인 거랑 적성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안정적인 것보다 적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진짜
안 맞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참여자 1-3, 여, 20세).

그러나 또 한편, 현실적으로 적성(하고 싶은 일)과 안정(수입, 생계유지)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다. 특히 취업 초반에는
일에 대한 헌신과 집중이 요구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몇 년 동안
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티면서” 자신의 삶을 잠시 유보하거나, 안정(수입)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등 각자의 대응 방안도 고심하
고 있었다.
돈 적게 줘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저번 학기
에 인턴 해보니까 돈 적게 받으면서는 할 힘이 안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돈도 중요한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인데 돈 많이
주면 별로 할 힘이 안 날 것 같고 둘 다 중요한데 그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
점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참여자 1-5, 여, 22세).
1학년 2학년 때는 저도 적성에 맞거나 취미하고 관련되어서 가지고 싶었
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생각을 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직
업을 갖고 수입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다음에 따로 행복은 취미나 원하
는 거에서 여가 시간에 찾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가 생활
에 행복을, 찾는 직업에서는 돈을 버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참여자 1-2,
여,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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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간호사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버티고, 20대 후반 정도 되면 몇 년 차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의 여유가 생기
지 않을까 해서 여행 같은 거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참여
자 1-3, 여, 20세).
저는 미래 같은 거를 좀 더 생각하는 편이라서 지금 뭔가 취미 생활을 가진
다기보다는 일에 치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취미는 오히려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참여자 1-4, 여, 20세).

(2) ‘독립’을 동경하지만 현실에 맞춰야
기존의 청년기 이행에서 취업 이후 이행 단계로 기대되는 ‘독립’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 동경하기는 하지만, 현재 부모/원가족과의 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나, 미래를 위한 자원 축적 등을 고려하는 등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집에 동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딱히 독립에 대해서 엄청 하고 싶다는 것
도 없고요. 제 방은 제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행히도 저희 가족들이 성
격이 비슷비슷해서 많이 터치를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이 불편하시거나 그
런 일이 생기면 제가 독립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엄청 원하거나 그러
지 않아요(참여자 1-1, 여, 20세).
독립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방세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많이 들잖아요. 일을 해도 남는 게 많
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금도 하고 나중에 미래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면 돈이 전혀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독립은 하고 싶기는
한데 하지 않을 것 같아요(참여자 1-2, 여, 23세).

(3) 내가 원하는 청년기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들
‘하고 싶으면서 안정적인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기 원하는 20대 여성 대학
생들의 청년기 이행(향후 10년 간)에 걸림돌로는 자신의 의지와 역량이라는 개
인적 요인과 함께 (전공특성상) 남성이 더 유리한 취업 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
인도 제시되었다. 일(돈, 직업)이 삶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존재하여 일과 생활(하고 싶은 것)의 양립에 대한 현실 인식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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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중략) 아무리 벌더라도 10년 이상은 벌어야
집 같은 거 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행 같은 거 다니면 한번 해외여행
가면 몇 백씩 깨질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자유도 없을 것 같고 돈이랑 직
업이 제일 제 자유를 막는 것 같아요(참여자 1-3, 여, 20세).
(패션디자인 전공 특성상) 대학교 때서부터 남자가 적다 보니까 남자한테
점수를 후하게 준다든지 여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주워들은 얘기인데 여자가 4점대인 것보다 남자가 3점대 후반인 게 유리하
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자면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아요(참여자 1-5, 여,
22세).

나) 남성
(1) 해야 하는 일(취업)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 중
20대 남성 대학생의 경우에도 향후 10년 간 가장 중요한 일은 취업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성 대학생에 비해 취업과 독립, 결혼과 자녀출산 등을
순차적인 미션으로 진술하는 등 보다 정형화된 청년기 이행을 그리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30세 이전’이라는 연령 규범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취직이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건축 같은 경우에
는 취직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다고 들어요. 분야가 게임 같은 것도 갈
수 있고. 3D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으니까 …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확고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중략)그 다음부터는
깜깜해요 취업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완전히 아직까지는 제 세계가 아닌
것 같고 10년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1-6, 남, 24세).
10년이라고 해 봤자 서른이니까 당장 딱 크게 보이는 거는 취직이 가장 보
이는 게 사실인데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고 대학도 올해까지 해서 3년이
남았고 그렇게 해서 5년이 후딱 가 버리고 대학생이니까 여기 저기 다녀 보
고 싶잖아요 세계를 조금. 워킹홀리데이를 하든 배낭 여행을 하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쓴다 치면 또 6, 7년은 금방 훅 가 버리고 그런데 정작 우리
나라에서는 서른 살 안에는 취직을 해야지(참여자 1-7, 남, 20세).
그게(서른 살) 데드라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가장 걱정인
거는 취직 걱정이 큰 것 같고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이런 거는 일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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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해서 돈도 조금 모으고 집세라도 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참여자 1-8, 남, 22세).

청년기 이행에서 취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언급했지만, 남성 대학생들
역시 다양한 분야(배움, 여행, 어학, 투자, 사업 등)에 흥미와 관심을 지니고 있
었다. 이 때문에 일부 참여자들은 휴학을 고려하거나, 해야 하는 일(취업)과 하
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등 남성 대학생들의 청년기 이행 역시 단선적,
확정적이기 보다는 다양한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네이버 스토어 같은 거에서 거의 무자본으로.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중략)
당장 건축 관련을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공
부라든지 해외로 갔다 오는 거라든지 공부 같은 경우에는 네 개 정도 동시
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참여자 1-6, 남, 24세).
10년 안으로 보면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부모님 용돈도 받고 살고 있는
데 저는 10년 안으로 독립을 해 보고 싶어요. 먹는 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집도 제 마음대로 꾸미고 그런 거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10년 안에 독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참여자 1-8,
남, 22세).
하고 싶은 게 많아 가지고 직업은 회계사 준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이게 힘들어서 휴학도 고민도 하고 있고 … 대학 졸업 할 때까지
3년 정도 있어야 되고 대학 졸업 하면 하고 싶은 여행을 간다던가 일본이나
일본어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아니면 투자
관련 되어서 저것처럼 창업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나...(참여자 1-9, 남, 22세).

(2) 희망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미래
남성 대학생들 역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근로조건하에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들의 대안은 ‘노력’과 ‘희생’으로 워라밸이 가능한 직장에 들어가던가, 워라밸
을 포기하는 대신 경력이나 수입을 얻는 등 개인적 차원의 조정이었다.

70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돈 많이 버는 회사에서 내 시간을 주더라고요(참여자 1-6, 남, 24세).
워라밸이라는 거가 이것도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달렸다고 생각해
요. 아까 전에 돈 많이 주는 기업을 다니려면 앞에 희생이 많다고 말씀 하
셨는데 자기가 그 희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워라밸
을 누린다면 그것도 본인이 선택을 한 거고 … 나중에 삶을 생각한다면 당
연히 희생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근무
환경 자체가 직업 환경 자체가 애초에 시작되길 워라밸이 조금 불가능하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7, 남, 20세).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회사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회사 리뷰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겉으
로 보기에는 복지도 진짜 좋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견이 많은 회사가 없
어요. 제 생각으로는 워라밸이라는 거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
까, (중략) 워라밸에 연연하기 보다는 차라리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을 찾아서 제 경력 쌓고 나중에 마음대로 이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첫 번째 계획이에요(참여자 1-8, 남, 22세).

10년 후 삶의 질에 대해서는 부모세대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현재에 비해
경제적 측면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신적 측면이나 삶의 질 차원에
서는 자신의 성장과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긍정적인 전망
이 더 많았다. 다만 자신들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불안정성 역시 인지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도 감지되었다.
(10년 뒤 삶의 질은) 취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릴 것
같아요. 취직을 어떤 직장으로 해서 얼만큼 돈을 벌든지 간에 취직하기 전
에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제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취직
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직접 꾸미면서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활 방식으로써는 제가 생활하는 걸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참여자 1-7, 남, 20세).
10년 안에 저 자신을 키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 했고요. 그리고 예전
에는 많이 놀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여러 방면에 대해서 제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을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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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참여자 1-8, 남, 22세).
솔직히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 속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더 나빠지더라도 언
젠가 좋아지겠지 하면서 좋아질 날을 보면서 오히려 내려갔다 올라가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참여자 1-9, 남, 22세).

아버지 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계부양자로서
일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아버지 세대와 달리 아버지로서의 시간이 더 많아지
고, 스스로의 자유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아버지가 장남이셨으니까 책임감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서른 살 때죠. 책임
감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보다는 제가 서른 살 때는 제가 결
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 당시에 아버지 세대보다
는 조금 책임감도 덜 가질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일도 돈을 좀 못 벌더라
도 본인이 원하는 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마디로 자
유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참여자 1-7, 남, 20세).
아버지로서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그때 되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 저희 아이 세대 때는 안타까
운 일이기는 한데 일본처럼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참여자 1-9, 남, 22세)

2) 친밀성과 가족형성 전망
가) 여성
(1) 대인관계: 최소한의 친밀성이면 충분해요
20대 여성 참여자들은 주로 소수의 친밀한 (초중고 시절의) 친구관계를 중심
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깊고’, ‘좁은’ 인간관계,
친밀성에 대해 만족감과 지향을 나타내었다.
저는 인간관계가 얕고 넓은 것보다 깊고 좁은 게 낫다고 생각해서 친구들도
딱 소수 몇 명만 연락하고 만나고 하거든요. (중략) 굳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참여자 1-2, 여,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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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인간관계가 몇 명만 친하게 좁게 지내는 거 좋아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랑 대학교 친구들보다 훨씬 학창 시절에 지
냈던 친구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참여자 1-3, 여, 20세).

최소한(좁고 깊은)의 친밀성에 대한 지향에는 참여자들 개인의 성향과 함께
그녀들의 생활세계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학이나 다양한 학교 선택 경로, 정서적 관계보다는 진로나 관심사
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부각되는 대학생활 등 그녀들의 생활 세계 속에
서 지속적인 관계맺음과 확장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닌 듯 보였기 때문이다.
대형과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소수로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끼리 모
여서 다니는 그런 그룹들이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그룹 안
에서 아무래도 같은 진로를 보고 있고 같은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강의도
보통 겹치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중략)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친해지게 되기도 하고(참여자 1-1, 여, 20세).

(2) 연애와 결혼(파트너십): 연애는 SOSO, 결혼은 글쎄요
연애와 결혼 등 파트너십 형성에 대해서는 친구관계와 달리 중요성을 느끼
지 못하거나 상황이 주어지면 고려할 수는 있지만 굳이 찾으려 애쓰지는 않는
다는 견해가 많았다.
결혼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못 만
난 것 같아서. 그리고 못 만났다고 해서 굳이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나중에 그런 사람을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기 전에 제가 찾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참여자 1-1, 여, 20세).
연애는 그렇게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1-2, 여, 23세).

특히 연애와 결혼을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사귀고 헤어
질 수 있는 연애와 달리 결혼은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 학업 등과의
양립, 육아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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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연애하고 따로인 것 같아요. (중략)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생활
하는 공간이 합쳐지는 거니까 선이 아예 사라지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니
까.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서 같이 지내는 게 싫고 그래서 결혼을 하
고 싶지 않고 연애는 연애대로 하고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참여자 1-2,
여, 23세).
저는 연애랑 결혼은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중략) 연애는 간단하게 사귀고
헤어질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쉽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진지하게 생
각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연애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사귈 마음은 있
는데 결혼은 딱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
해요(참여자 1-3, 여, 20세).
저는 결혼 같은 거는 아직 고려해본 적이 없고요 아예. (중략) 그리고 확실
히 지금은 연애보다는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일이라든가 성적 같은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딱히 연애나 결혼 같은 거는 생각을 못 할 것 같
아요(참여자 1-4, 여, 20세).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가족
을 형성,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등 20대 여성 대학생
들에게 결혼이란 쉽사리 의향을 갖기도 어렵고, 의향이 있어도 진입 장벽이 높
은 미션처럼 보였다.
결혼을 한다고 내 시간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애정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편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일
을 좋아하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딱 나랑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대략 돈 같은 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적어도 3, 4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돈이 없어
요. 저희 다 사회 초년생이라서 (중략) 준비 비용부터 너무 많이 들고 집은
둘째 치고 결혼 준비 비용부터가(참여자 1-5, 여, 22세).

(3) 자녀출산: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연애, 결혼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는데, 여성에게 돌봄
이 전담되는 독박육아나 경력 단절, 출산 후 건강의 문제,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이유가 언급되었다. 그녀들에게 자녀출
산이란 자신에 대한 포기와 연결되는, 선호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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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애기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 되기 쉽잖아요. 특히나
패션계는 어린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더더욱 육아를 하면서 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싫고 애기도
싫고 그래서 낳을 생각이 없어요(참여자 1-5, 여, 22세).
저도 아이는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 그것도 있기는 한데 개인
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출산 후에 여성들이 육아나 그런 쪽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도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 상황이기도 하
고 (중략) 육아는 진짜 많이 제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참여자 1-1, 여, 20세).
제가 하루 동안 사촌 동생을 돌본 적이 있거든요. 단 하루인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애기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케어하는 것도 힘들고. 밖
에 나갈 때는 훨씬 더 힘들고. 그래서 애기한테 일단 모든 거를 바쳐야 하
잖아요. 그럴 자신도 없고 제 시간도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 좋고 예쁘지만
남의 애기일 때만. 유튜브나 그런 걸로 충족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애기는
아휴. 못 낳을 것 같아요(참여자 1-2, 여, 23세).

자녀출산에 대한 여성 대학생들의 부정적 태도에는 그녀들이 보아 온 우리
사회 여성(어머니)들의 삶의 모습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 단절을 경험했거나 전업주부로
살아온 자신들의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안타까워했으며, 자신들은 자신의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다.
저희 어머니는 30세 때는 가정 주부셨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자격증을 따
셔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엄마가 전업 주부일 때보다 지금이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일을 하시니까. (중략)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제 일은 하고 싶어요(참여자 1-2, 여, 23세).
저희 어머니는 30대 초까지 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지금은 전업 주부이신
데 저희 어머니도 자격증 그런 거 요리 학원 다니시거든요. 한식 조리사 이
런 거. 엄마가 집에 있을 때보다 학원 다니면서 하실 때 활기차 보이시고
저는 엄마가 30대 이후로는 거의 전업 주부 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한편의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저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참여자 1-3, 여,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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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도 30대 때는 주부로 하다가 지금 어머님도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확실히 30대 때는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시고 저랑 동생을 보육
하느라고 힘드셨고 … 저는 어머니를 진짜 확실히 그런 면에서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힘들 것 같아요(참여자 1-4, 여, 20세).

자녀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여초(女超) 직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순번제 출산이나 맞벌이 가구에서의 돌봄 문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용기,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가족에 대한 불확실성 등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 넘어서야 할 장벽 또한 높아 보였다.
대학 병원은 출산 순번제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애기를 낳고 싶
어도 못 낳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선배 간호사들이 먼저 출산하고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대략 들었는데 애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을 것 같고 낳게 된다
고 하더라도 돈도 그렇고.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일을 할 거니까 애기를 누
가 봐주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낳을지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1-3,
여, 20세).
저는 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맏이다 보니까 확실히 사촌 동생들 많
이 돌봐 왔는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자라는 게 보람차기도 했
었고 혹시 결혼하게 된다면 애 하나는 낳고 싶어요(참여자 1-4, 여, 20세).
4인 가족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직
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활이나 그런 삶을 가꾸기에
도 되게 바쁘다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그런 가족을 만들만한 용기가 낮아
진다고 해야 되나. 부양하고 의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제가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참여자 1-1, 여,
20세).

나) 남성
(1) 대인관계: 원하지만 기회가 없어요
남성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 역시 여성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소수의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남성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
이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멘토, 경험자)에 대한
욕구, 확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점에서 다소간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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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관계에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저 친구들이랑 이 친구 저 친구
랑 별로 친해지고 덜 친하고 얘네랑 많이 친하고 덜 친하고 어색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이고 만나
면 어색한 친구이고 이름도 가물가물한 친구이고 이 정도만 도움이 되는 친
구이고 아닌 친구이고.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6, 남, 24세).
(의지하거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존재)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도 관계는
좋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직으로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잖아요. 조금이
라도 도움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조언이라고 한 줄이라도 그거라
도 받는 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데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참여자 1-7, 남, 20세).
앞으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꿈을 이
루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가 부족하다. 찾아다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
트업을 할 거면 스타트업을 먼저 한 사람한테, 취업을 할 거면 취업을 먼저
한 인생 선배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라서(참여자 1-9, 남, 22세).

남성 대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갈수록 삭막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친밀
성에 대한 포기와 체념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현재 대인관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날 기회조차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친밀감
형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친구는 안 만들어요. 제가 어색해 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혼자 있고. (혼자 있는 거에서 외롭다
이런 느낌은)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참여자 1-10, 남, 20세).
저는 도움이 적어지더라도 저 혼자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움을 바라고 사람을 사귄다든지 이런 거는 포기 했고
요.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 바쁘고 나랑 친해
지자고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친해지자고 한 만
큼 투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노력을 들인 만큼 저를 친해지고 싶어 하
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참여자 1-8, 남,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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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학에서부터 ‘취업문이 열리는’ 대학생활은 ‘반(半) 사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출신 학교가 같거나,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누군
가를 만나거나 사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참여자들은 대학에서는 물론 그 이후
에도 더 이상의 친밀감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대학 동기랑 친구들이랑 옛날부터 쭉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이랑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엄청 가까운 친밀감을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대학교 안에서 그거를 찾기는
힘들 거 같아요. 대학교에서도 이런 상태인데 사회로 나가도 그렇게 친밀감
이 높은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참여자 1-7, 남, 20세).
1학년 때부터 취업문에 빠져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대학은 약간 사회
생활 느낌에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군대보다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게 있
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애들은 같이 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
아요(참여자 1-9, 남, 22세).

(2) 연애와 결혼: 하면 좋겠지만, 못할 거 같아요
대인관계에 비해 연애, 결혼에 대해서는 욕구와 필요성을 좀 더 느끼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친구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자친구나 결혼 상대
를 만나기 어렵다던가,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
기는 어렵다고 보는 등 연애, 결혼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성 대학생의 경우 연애와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
을 보인 반면, 남성 대학생들은 연애를 결혼에 사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저는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중략) 군대 가기 전까지 안 외로웠거
든요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막 외로운 거예요. (중략) 그
런데 안 외로워지는 게 결혼을 해도 내가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지 않는 이
상은 이 사람이랑 평생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어 주기도 하고 그 사
람이 내 옆에 있어 주기도 하고 그런 안정감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
각해요(참여자 1-6, 남, 24세).
대학에 오고 나서 사람 관계가 싹 다 끊겨 버린 거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친구도 못 만드는데 여자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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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는데 (중략) 예전에 결혼을 어떤 사람이랑 할까 생각해 보면 오래 지켜
보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
했듯이 그런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 온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참여자 1-8, 남, 22세).

(3) 아버지 됨(결혼, 자녀출산): 잘할 수 없다면 안 하는게 나아요
여성 대학생에 비해 연애나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욕구와 필요성을 더 지
니고 있기는 했지만, 남성 대학생들에게도 아버지 역할(자녀출산)이나 일-가정
양립은 쉽지 않은 미션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 모두를 잘
해내고 싶어 했지만, 일-가정 양립에 우호적이지 않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일
만 했던’ 아버지들의 ‘서글픈’ 삶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 또한 조정되어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참여자의 경
우 일과 가정 모두를 잘 해낼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도, 자녀출산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여 일-가정 양립 이슈는 남성 대학생들에게도 결혼과
출산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가 일을 한다면 가정과 일을 둘 다 챙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에 집중을 하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가정에 집중을 하기에는 일
을 대충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중략) 욕심은 둘 다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둘 다 하라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든 둘 다 하려고 노력은 할 텐
데 만약에 어떻게 휩쓸려서 잘못된다고 느낀다면 선택의 분기점에서 선택
을 그때 가서 하지 않을까(참여자 1-6, 남, 24세).
만약에 제가 일을 선택한다면 저는 애를 안 낳는 쪽으로 제가 가정을 선택
한다면 돈 적게 버는 쪽이 일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하거나 일을 쉴 수 있
으면 쉬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둘 다 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하면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참여자 1-7, 남, 20세).
저희 집은 엄마가 전업주부이시고 아빠가 일을 하시는데 저 어릴 때도 아빠
가 일 하시느라 늦게 들어오셨고 지금은 직장이 멀어지셔 가지고 일주일에
이틀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금 문득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아빠의 위치에
있다면 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어릴 때도 아빠랑 애착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엄마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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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은 있어도 아빠의 얼굴이 선뜻 떠오르지 않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중략)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하느니만 못 한 것 같아요(참여자 1-8, 남, 22세).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맞벌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도 연결
되어, 일-가정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맞벌이를 하기 보다는 수입이 더
나은 쪽이 일을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쪽이 가정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바람
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맞벌이를 할 바에는 아이를 안 낳거나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애를 낳았는데 부모가 맞벌이면 애가 오후나 저녁 내내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그 아이의 정신이 크는데 별로 좋은 영향은 아
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한 명이 학교에서 집에 왔을 때 누구 한 명
이 반겨 주고 제때 반겨 주고 제때 놀아 주고 해야지 건강하게 클 수 있지
(참여자 1-7, 남, 20세).
(맞벌이) 별로 안 좋아요. 경제적 측면에서 아니라 뺏기는 게 너무 많고 그
리고 자녀한테 별로 안 좋은 게 둘 중에 한 명이 저는 생각을 하면 아빠든
엄마든 상관이 없이 둘 중에 한 명은 가정에 충실하고 둘 중에 한 명은 일
에 충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굳이 엄마가 일을 더 잘 하면 엄마가
일을 해서 벌고 아빠가 가정에서 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요(참여자 1-9, 남, 22세).

3) 청년･저출산 정책 인식
가) 여성
(1) 저출산의 원인(Ⅰ): 출산은 여성에게 ‘개인’을 희생하는 것
20대 여성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현 세대, 특히 여성
들의 인식 변화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여성들에게 자신이 쌓아온 노력과 투자를 포기
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 물질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녀출산은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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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싶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한테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런 인식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전업 주부도 그냥 되게 별 일 아니고 많이 흔히 있고 그런 일인데 저희 세
대에서는 내가 특히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해 가
지고 결국 내가 하는 게 전업 주부면 정말 저를 포기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참여자 1-1, 여, 20세).
애기를 낳게 되면 낳는 거는 여자이고 확실히 남자는 아무리 양육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데 여자가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여자가 훨씬 애기 낳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클 것 같고
자기 몸 희생하는 거고. 저는 잘 몰랐는데 아기 낳게 되면 몸이 많이 망가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아직은 막연하게 생각
했었는데 그런 거를 들으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1-3, 여, 20세).

(2) 저출산의 원인(Ⅱ): 자녀(양육)에 좋지 않은 환경
20대 여성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은 수시로 변하는 교
육 체계, 경쟁적 사회, 자녀 돌봄에 불리한 노동시장 등 자녀 양육에 친화적이
지 않은 환경, 자녀가 행복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었다. 자신들도, 자녀도 행복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출산, 양육할 이유
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같은 수업을 듣잖아요. 그게
자기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하고 싶은 거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랬고. 그런 교육 과정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학교 폭력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 1-2, 여, 23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행복 지수나 이런
게 엄청 낮잖아요. 심지어는 학업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기
사들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고 저는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저랑 남편이 둘 다 일을 하는데 아이는 잘
못 보거나 보더라도 밤에 보고 낮에는 도우미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 그러
다 보니까 아이를 제 품 안에서 못 키우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키우
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참여자 1-3, 여,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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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애기를 낳더라도 애기가 어차피 자기가 살아왔던 것처럼 힘들
게 살아 올 거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사회에 치열하게 굳이
힘들게 해야 하나(참여자 1-4, 여, 20세).

(3)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개인의 자유도 중요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달리 참여자들은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심각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출산 정책
의 실효성은 체감하고 있지 못했으며,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저출산 정책을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하면 또 정부가 비판을 받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그런 입장이 있다
고는 생각을 해요(참여자 1-3, 여, 20세).
저는 저출산이 정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록 경제 성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잘 모르지만 딱히 와 닿는 정책
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1-2, 여, 23세).

그러나 반대로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인구를 늘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도 이루어졌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자녀
양육에 요구되는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
와 선택이 중요한 현 세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도 딱히 와 닿는 것도 없고요. 굳이 인구수가 많아져야 되나 싶어요. 지금
도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데 나라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턱 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애 한 명 키우는데 억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교육
비 같은 것도 하면 너무 손해라고 생각해요 애 키우는 게(참여자 1-5, 여,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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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주의이기는 하지만 이기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
떻게 보면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
제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개인 중심주의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여자한테 애기를 낳으라고. 저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
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참여자 1-3, 여,
20세).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참여
자들은 자신과 주변의 경험에 근거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입
시 전형 특례 등의 정책은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거나 다자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등 제약 요인이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러한 정책을 생각
하고 자녀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 보았다.
제 주변에서 다자녀 전형으로 입시를 한 애들도 봤고 장학금을 받는 애들도
봤는데 그게 장학금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지도 않아요. 일단 세 자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좀 더 명수가 올라가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장
학금 같은 비용이 나오고 그 세 자녀부터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입시에서도 그 전형이 아마 제가
아는 애는 자기가 맏이라서 그 전형으로 갔는데 그러면 다른 자녀는 그 전
형을 쓸 수가 없대요(참여자 1-3, 여, 20세).
저희 집이 딸이 세 명이다 보니까 정책 중에 다자녀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
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못 받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다자녀 정책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
이 낳을 때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낳지 않잖아요. 생기면 낳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책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작용을
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1-2, 여, 23세).

나) 남성
(1) 저출산의 원인: ‘사서 고생’하는 아이 키우기, 아이 자체가
부담이에요.
남성 대학생들 역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에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주의

Ⅲ. 청년층의 생애전망 이야기: 비혼 2030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 83

의 진전과 더불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개인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
하는 출산과 양육의 방식이 지속되는 한 향후에도 출산율은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성세대랑 지금이랑 많이 경제적 수준도 달라지고 문화도 많이 변화하고
사실 본인 세대들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하잖아요. 개인주의 자본주의
에 따라서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풍조도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요. 결혼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문화가 강해지다
보니까(참여자 1-9, 남, 22세).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원인이 그런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출산
의 부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돈이
많아도 그냥 싫은 거예요. 여유로워도 싫은 거예요. 시간도 뺏기고 공돈 쓰
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숨만 쉬고
살아도 될 정도로 복지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효율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경제를 떠나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사서 힘든 일을 할까 이런 느낌
인 것 같아요(참여자 1-8, 남, 22세).

(2)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단편적으로 사람 숫자에 집중하는
정책을 넘어서야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으나 정책 방향 및 내용과 관련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
재와 같은 비용지원이나 돌봄 관련 지원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저출산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함께 모색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저는 출산율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따
라서 딱히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R&D 연구나 기술 이
런 쪽으로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조금 더 기업이 그 직원들을 챙
겨주는 쪽으로 정책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참여자
1-7, 남, 20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출산은) 선진국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생각
이 들어서 다른 정책으로 이민 정책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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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문 열어라 이러면 혼란일 것 같고 할 거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인식
을 바꿔 나가고 대화도 서로 하고 외국인들끼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참여
자 1-8, 남, 22세).

현행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나 출산, 자녀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
들이 단기적, 일회성이 아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동안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결혼, 출산, 자녀양육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니까 계산
을 하는 거지 돈이 안 들어가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략) 이 돈
이 조금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참여
자 1-7, 남, 20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거는 맞는데
요. 이거를 갖다가 딱 출산을 했을 때 돈을 준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략)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돈이 있을 텐데 이 돈을
기업이나 국가에서 조금씩 분담을 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참여자 1-8, 남, 22세).

(3)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듣기는 했는데 나와는 상관없어요
현재 청년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대
부분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고용 기업 지원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발견하고, 관련된 능력을 키울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 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로 정책 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청년 정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듣는 거라고는 청년들 창업하기
좋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정부 지원이 있다 그 정도 밖에 모르겠
어요 (중략) 당장 우리가 청년인데 우리에 대한 정책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홍보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뭔지도 모르겠어서(참
여자 1-6, 남,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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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단기적인 것만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안 알려 주고 물고기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에 들어가서 몇 개월 일을 하면 돈을 준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3년을 일
해서 10만원씩 나오면 36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천 만원 돌려 준다 이런
정책인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돈으로 너무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들어가
라 이런 식으로 약간 나쁘게 말하면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가(참여자 1-7,
남, 20세).
저 같은 경우에는 취성패 그런 거 보기는 했는데 저희 쪽이랑 관계가 없는
쪽 아닌가. 그 광고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이런 정책을 이용할 사람
으로 어떤 점도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이나 쓸 것 같은 정책이라고 느껴져요. (중략) 스펙이 있는데 취업하기 어
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중략)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저랑 잘 맞는 직무를 알려줄 수 있게 해준다거
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8, 남, 22세).

나. 고졸 구직자
1) 청년기 이행과 경력(생애) 전망
가) 여성
고졸 구직자들은 졸업 이후 비교적 빨리 사회경험을 하게 된다. 실업계나 특
성화고를 졸업한 경우 전공에 맞추어, 또는 학교에서 주선해 주는 직장으로 바
로 들어가지만, 대다수 참여자들은 첫 직장의 근무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
였다.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해야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상사나 동료
직원들간의 ‘트러블’, 아니면 급여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고졸 여성 구직자들에게 청년기의 이행 경험은 한마디로 빨리 사회에 진출
하지만 지속적인 이직과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 새로운 모색과 가능성의 탐색이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경험은
우리 사회가 고졸 여성들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틀 안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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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와 맞지 않는 직장 경험: 아르바이트와 “워홀” 사이에서
21세 여성 참여자(2-5)는 졸업 후 첫 직장에서 ‘타자만 치다’가 전공과는 무
관한 현장 일을 맡게 되고 야근도 늘어나자 직장을 옮겼지만, 두 번째 직장에
서도 상사로부터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없는 여건이었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
는 자격증(간호조무사)을 목표 삼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회사생활에서 업
무에 대한 건의를 했다가 결국 트러블만 생겼다고 하는 참여자(2-1)도 역시 직
장을 그만두고 방황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참여자(2-3)는 경제적인
이유로 실업계고에 진학해서 조기 취업을 원했지만, 결국 취업한 회사가 폐업
을 하는 바람에 그만둔 상황이었다.
저는 (실업계고) 회계전공이었거든요. (고3때) 경리부로 들어가서 처음 1
년 동안 다녔는데, (중략) 타자치는 것만 열심히 해라 … 타자만 하다가 갑
자기 현장을 나가게 됐어요. 목재 회사였는데, 목재를 나른다거나 재고 조
사, 판매를 한다든가, 제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게 힘들었고,
일단 퇴사를 하고 알바를 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을 갔어요. 그 직장에서도
천천히 일을 배워가자 말씀하셨는데, 상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참여자 2-5, 여, 21세).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실업계고를 선택하고, 졸업을 해서 제가 원한다기
보다는 그냥 무작정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가라는 대로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어서 갔다가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가 되어 가지고, 알
바거리 찾으면서 하는데 마땅한 데도 없고 …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갔는데
저만 일을 하다보니까 뭐랄까 공통분모가 없으니까 약간 힘든 시기도 겪으
면서… 압박 아닌 압박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2-3, 여, 20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시즌에 나와서 공장에서 3개월 동안 검사직
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안 좋
고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너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트러블이 나게 되더라고요. (중략) 사무직
도 몇 번 해 보다가 사람 간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되
고 거기서부터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2-1, 여, 21세).

취업 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닌 사례도 있다(참여자 2-2). 그런데
오랫동안 일해도 급여가 오르지 않아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고, 자신이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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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으로 새로운 경험, 워킹홀리데이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특성화고 실업계를 나와서 스무 살에 바로 취업을 해서 4년 동안 한
직장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그만 뒀어요. 고등학교 전공도 물류 무역 쪽으
로 배우고 싶어서 … 직업도 수출입 통관 업무라고 물류 세관이랑 같이 겸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 나름 배울 것도 정말 많았고
… (그런데) 급여 쪽에 문제가 많아 갖고 계속 1, 2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안 맞아서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 없이 놀아 보자 싶은
기간이라서… 캐나다로 워홀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구요(참여자 2-2,
여, 23세).

(2) 경력 추구의 어려움: 돈, 부모님의 반대, 정보 부족
고졸 이후 안정적인 직장에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참여자들은 새
로운 경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등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한데, 당장 비용이 없거
나 부모님의 반대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창업을 원한다면 적절한 정보와 컨설
팅 등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정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지금도 제일 큰 장애물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카페를 운영 하
고 싶다고 했었고 중학교 때부터 확정된 꿈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상
업계를 간 것도 부모님이 가서 안정적인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어서 혼자 살거든요. 월세랑 관리비랑 내다
보니까 학원비를 지금 낼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서 그냥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돈인 거 같아요(참여자 2-5, 여, 21세).
저는 일단은 비용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반대랑 이런 게 있을 거 같
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뭐랄까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약간 취업난에 시달릴
만한 경쟁력이 센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빨리 취업해
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거를 부모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취업준비) 그런 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주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참여자 2-3, 여, 20세).
저도 만약에 창업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컨설턴트 해주는 회사도
지나가야 되고 뭘 배우더라도 학원을 다니고 나서 재능을 키우는 다른 박람

88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회나 이런데 가서 더 재량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길고 복잡하다 보
니까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 거 같아요(참여자 2-1,
여, 21세).

(3) 20대 여성, 고졸의 불리함
직장 생활에서 여성, 또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여
성들도 많았다. 명시적인 차별은 없었지만, 젊은 여성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느꼈다는 여성, 갑자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제대로 수
당을 주지 않는 경우, 같은 여성이라도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험들이 나타났다.
20대 여성에게 요즘에 일자리 이런 거가 어쩌면 불리하게 남아 있다고 생
각해요. 아직까지는 여성이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들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직까지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씩 나
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리하기는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참여자 2-3, 여, 20세).
고졸이다 보니까 야근 수당을 안 준다거나 추가적으로 주말 출근을 시킨다
던가. 아니면 갑자기 원래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다른 업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던 거 같아요…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 저랑 두 살 차이
나는 대졸 사원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와 항상 같은 일을 하는데 (언니
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 혼자만 현장에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
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느낀 거 같아요(참여자 2-5, 여, 21세).

나) 남성
(1) 알바 하다보면 20대 후반, 어디서든 타협을 해야 하는 현실
고졸 남성 참여자들은 고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일단 취업을 하지
만 한 달, 석 달 등 인턴과 유사한 단기간 근무로 끝나고, 그 후엔 아르바이트
나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례가 많다.
제가 IT 특성화고 나와서 게임 개발이나 해킹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게
임 개발이나 해킹 쪽은 아니더라도 … 회사에서 서버 만드는 거에서 한 달
동안 알바 겸 인턴 뛰었어요. 프로그램이 재미 있기는 한데. … 저는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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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만 한 달 뛰고 끝났어요. 재미 있기는 재미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배우는 게(참여자 2-8, 남, 21세).
(저는)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상고 들어갈
걸… 한 번은 은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리가 하나 났는데 잠깐 인턴 해 보
겠느냐. 회계 쪽이고 전공은 다르지만 큰 회사에서 체험을 해보는 게 나을
거다 추천해 주셔서 3개월간 해 봤어요. 번역은 지금 혼자 일본어 단어부터
공부하는 중이고요. 원래부터 번역에 흥미가 있어서. 사이버 대학에서 학점
을 몇 개 따기는 했어요. 사이버 대학을 강의 듣기는 했지만 그걸로 대학 4
년제 졸업한 학생들이랑 비교가 될 거 같지 않고…(참여자 2-10, 남, 26세).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다 보면 20대 중후반의 나이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 많지 않은 수입이라도 고정적으로 버
는 것, 이른바 ‘고정 수입’을 목표로 삼는다는 참여자도 있다. 어려운 취업 현
실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한다
고 느끼고 있다.
올해까지만 아르바이트하고 내년부터 취직 준비 하려고요. 아르바이트 벌
써 2년 정도 했거든요. (연구자: 취업 준비를 앞으로 길게 하시게 될 것 같
으세요?) 요즘은 직장이라는 게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1년 이내 2년 이
내 퇴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 주변에도 알바하다 보면 20대 후반,
계속 그렇게(참여자 2-6, 남, 24세).
저는 원대한 꿈이나 특별한 기대 안 하고 적당히 경력을 쌓아서 고정 수입
만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놀거나 가끔 혼자 놀거나 가끔 효도
좀 하고 그 정도 수입만 있으면 저는 부족할 게 없거든요(참여자 2-10,
남, 26세).

한편, 일을 할 때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수입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른바 ‘칼퇴근’보다는 야근 수당이 좋고, 돈을 많이
모아 놓아야지 나중을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현실적인 거니까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모아 놔야지 나중이 있고…. 시간 여유 준다고 해도
그만큼 월급에서 까먹고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반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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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참여자 2-7, 남, 25세).
(저도) 야근해서 돈 더 받을 거예요. 인턴을 두 번 했었는데 한 번은 00해
상에서 했었고 한 번은 회계 사무소에서 했었거든요. 회계 사무소 쪽에서는
추가 근무하면 추가 수당 줬었어요. 일이 좀 고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조
금 더 시켜주면 좋겠는데 계속 칼퇴근 시키시더라고요(참여자 2-10, 남,
26세).

(2) 꿈을 좇으려면 겸업을 해야
한 참여자는 아직은 놀고 싶다, 당분간 하고 싶은 일(밴드 음악)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꿈을 좇으려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즉 겸업은 필수
이다.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저는 밴드 계속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해
체를 하고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하
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 해요. 시장이 작든 크든 매달리는
사람은 많고 되는 사람은 비율이 있잖아요. 8:2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대
부분 사람들이 겸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
다든가 인턴 한다든가. 보통 다들 서른 이전 아니면 서른 초반 그 정도까지
는 다 가닥을 잡으려고 하니까. (서른 정도면 나도) 틀이 잡혀 있지 않을까
(참여자 2-9, 남, 23세).

(3) 고졸이라는 장벽, 주거 독립의 어려움
고졸 남성은 앞으로 자신의 10년 간의 삶에서 고졸이라는 학력 자체가 상당
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끼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면 고졸은 일종의
페널티가 될 것이고, 일본 등 외국에서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고졸 학력은
비자 취득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저는 무역 쪽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동안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무역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4년제 나
와야 돼요. 학사가 있어야지, 해외취업 비자 자체가…(참여자 2-7, 남,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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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졸이니까 그게 제일 걸리거든요. 요즘 대학교 아무나 다 간다고 하
지만 아무나 가는 대학 안 나왔으면 뭔가 집안 경제적으로나 본인에게 하자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면 고졸이라는 점이 상당히 패널티가 될 거라고 생
각해요(참여자 2-10, 남, 26세).

연구에 참여한 고졸 남성 5명 중 3명이 부모 집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이다. 이들이 주거 독립을 하게 된 동기는 독립적인 삶을 경험해 보
고 싶어서, 어차피 부모와는 각각 살아가는 것이므로, 부모가 마련해 놓은 집
이 있어서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스스로 월세를 내려면 아르바이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보증금까지 스스로 마련하는 과정은 상당 기간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저도 20살 되자마자 민증 나오고 나서 바로 독립했어요. 초등학생부터 제
가 외동에다가 부모님이 맞벌이에다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가 20살
정도 되니까 편찮으셔서 … 어차피 부모님하고 살아 봤자 각자 사는 거고
독립해서 사는 게 낫겠다. … 그런데 완전 독립은 아니고 집은 엄마가 재테
크로 사놓은 집에 사는 거고 제가 생활비만(참여자 2-6, 남, 24세).
저는 따로 자취를 청주에서 했어요. 안 팔리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방이
(손으로 그리며) 이만해요, 직각 삼각형으로 … 아저씨가 보증금 없이 1년
에 170 (만원에) 해주시더라구요. 거기 살면서 알바나 인턴해서 돈 모아서
올해 초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넓은 방은 아닌데 딱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살면서 소박하게 먹고 살면 충분해요(참여자 2-10, 남, 26세).
저는 20살 때 이미 독립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스님이 20살 되면 집을 나와야 한다고 … 어릴 때이다 보니까 그런 말 하
나가 필이 꽂혀서 별 생각이 없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월세는 아르바이트 하든 구할 수가 있는데 (문
제는) 보증금이잖아요. 처음에는 고시원 들어가서 살다가 … 군대 갔다가
제대 후에 원룸 얻어서 살고 있어요(참여자 2-9, 남,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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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밀성과 가족형성 전망
가) 여성
(1) 딱히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주위의 결혼압력에는 거부감
고졸 여성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다양했는데,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과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모두 나타났다. 결혼을 하는 것
이 좋다는 의견에서는 안정된 직장에서 결혼을 위한 비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식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안정적인 직장, 저는 … 그냥 안정적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직장을 바라고
있고, 결혼을 할 거니까 물질적인 무언가를 충분하게 모아두고 결혼도 안정
적으로 골인하고 싶은…(참여자 2-2, 여, 23세).
결혼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냐하면,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엄마보다는 친구 같
이 가까운 엄마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결혼할 거면 일찍
하고 늦을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참여자 2-3, 여, 20세).

한편 결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빨리 결
혼하라는 압박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였다. 딱히 비혼주의자는 아니라 해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기성세대나 부모님의 인식, 주변의 압력을 불편하게 느끼
고 있다.
저희 부모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너 이제 스무 살이 넘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언니 오빠들도 다 결혼을 했으니까 너도 결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고… 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을 그만 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계속 그런 걸로 트러블이 생기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했었어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 안 하겠다…(참여자 2-5,
여, 21세).

(2) 결혼과 출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준비’가 필요하고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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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한다. 따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지 여부
는 완전히 다른 문제, 따로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참여자들이 다수였다.
비혼주의자는 아닌데 저도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공부가 되어야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환경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냥 남들이 결혼해서 나도 결혼 했으니까 아이를 키워야 돼, 하다 보면 방
법이 잘못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할 거 같
아요(참여자 2-4, 여, 25세).
애가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 문제인 거 같고(참여자 2-4, 여, 25세).

(3) 연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연애 문화,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남자친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
에 갈등을 겪었다는 경험도 있었지만, 청년들 내부에서 젠더 평등에 대한 의견
도 다양하며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면 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전 남친이 그랬어요. 너는 왜 항상 바지를 입고 오냐 원피스 입는 거 보고
싶다…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좋아해서 만난 건지 내가 입은 옷이 예뻐서 만나고 싶다는 건지… 그
래서 그 얘기도 그렇고 좀 데이트 비용도 저는 항상 더치 페이를 하자고 하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고…(참여자 2-5, 여, 21세).
아무리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남자가 이
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여자가 할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각자의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귈
사람들은 사귀게 되고, 솔직히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귈 거고, 남녀평등이 맞다는 사람들끼리 사귈 거고…(참여자 2-3, 여,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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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거는 “굳이?”: 결혼 이외의 파트너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
연구참여자 중 동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결혼이 필수가 아니므로
동거로 지내는 것도 나쁠 게 없다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대다수 참여자는 동거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남녀가 함께 살아갈 것이라면 굳이 동
거를 선택해서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다거나, 동거가 굳이 필요한가에 의문
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혼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연구에 참여
한 다수의 고졸 여성들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1인 가구라면 가까운 데 살
면서 서로 왕래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다.
동거라는 자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예습
같은 느낌으로 미리 해 보고 … 결혼 전에 동거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해요.. 아예 결혼 안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둘이 마음이
맞다면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참여자 2-5, 여, 21세).
저는 동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동거랑 결혼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
는 게 그냥 같이 살고 싶고 저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냥 결혼을 해서 애만 안 낳으면 괜찮지 않을까(참
여자 2-4, 여, 25세).

나) 남성
(1) 가난한 사람은 결혼하면 더 가난해진다
고졸 남성들 사이에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비혼주의’부터 결혼은 하는 게
좋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는 중요한 동기는 경제적
부담이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
며, 결혼을 하면 더 가난해질 뿐이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결혼이 불가능하다
고 말한다. 가족이나 주변의 경험에서 결혼이 오히려 갈등과 불행을 낳는 사례
를 보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로망’이 아예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결혼할 때 돈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저는 일단 돈이 없고 앞으로도 계
속 없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마음대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 향후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최하층에서 하층 중하층 이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고, 결혼은 앞으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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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돈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더욱 더 가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
한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2-8, 남, 21세).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거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영
향이 큰 거는 주변에서 결혼하고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어서 … 저희 어머니
도 이혼 한 번 하셨고 재혼하셨는데 또 후회해요…. 결혼에 아무런 로망이
없어요(참여자 2-10, 남, 26세).

결혼을 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역시 직업적 안정, 경제
적 여유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고정적으로 집과 차를 구입할 경제
적 여유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결혼은 ‘나중’ 문제이다.
결혼…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도 일단 태어났으면 2세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백년해로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이혼 하더라도… 결혼은 (사
실) 나중 문제이고 무조건 직업이나 사업이 안정 되어야죠. 고정적으로 집
이랑 차 살 정도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참여자 2-6, 남, 24세).

(2) 자녀 양육은 책임의 문제
고졸 남성들은 아직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다. 자녀에
관한 의견에서는 고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엄마나 아빠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다.
자녀라는 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지금 생각으로 원치 않을 것 같
아요.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책임 질 수 있는
일일까 싶기도 하고. 1년 2년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람이 성인
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책임을 져야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받은 영
향이 평생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
했을 때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고(참여자 2-9, 남, 23세).

(3) 결혼이 아니라면: 동거, 친구나 동생과 함께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면,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연구참여자 중에는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있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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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솔(모태솔로)’이라는 연구참여자는 어차피 ‘모솔 탈출’은 어렵고, 친한 친
구들과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1인
가구로 혼자 살더라도 가깝게 지내는 다른 가족이 있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의견
도 있다.
저는 굳이 결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혼 안 하고도 동거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옆 방 사람들이 동거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참여자 2-9, 남, 23세).
제가 모솔이라서 … (연애를) 하고 싶은데 딱히 여사친도 없어서 여자를 만
날 일이 없고 지금까지 대체로 남자들끼리 놀아서… 연애나 결혼 딱히 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요즘 시대에 결혼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친구랑 평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참여자 2-8, 남,
21세).
제가 혼자 산다는 게 아예 단절 되어서 산다는 게 아니고, 8살 아래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렇지 사이가 좋아요. 아마 부모님이
은퇴하시더라도 먼 얘기이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더라도 동생하고 계속 가
깝게 지낼 거 같아요. 아마 외롭지는 않아요(참여자 2-10, 남, 26세).

3) 청년･저출산 정책 인식
가) 여성
(1)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관심, 좀 더 포괄적일 필요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청년 통장,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 정책 지원에 관심
이 있었고, 지원이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성의 입장
에서는 출산 이후의 취업 지속이나 휴가 문제 등에서 회사의 책임자들의 인식
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는 정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조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차피 지원을 해줄 거
면 좀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을 걸어주면 좋
겠는데… 저는 중소기업을 다녔거든요. 제가 알아본 거는 6개월 간 고용 보
험 공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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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가입 할 수도 없고 … 그런 게 넓게 조금 풀어졌으면…(참여자 2-2, 여,
23세).
20대 여성에게 좀 더 나은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회사마다 복지
수준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출산 휴가 문제에 있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런 것도 기업들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화 시키고 기업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참여자 2-1, 여, 21세).

(2) 저출산 대응책, 자녀양육 지원 - 나와 상관없을 것 같다
취업지원 정책에 비해, 출산과 자녀 양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출
산이 더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
지고 있다.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국가 지원이
과연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제공될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으면 정
부에서 수당을 주고,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확
대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연구참여자
들의 의견은 한결같다.
저는 그래도 안 낳을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라에서는 도와주는 거겠지
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만큼 도와주는 건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아
이라는 게 변수가 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걸 만족해 할 지가 …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할 거 같아요(참여자 2-5, 여, 21세).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일부 좀 도와주는 그거잖아요. 일단 제가 준비
가 되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책이랑 상관없을 거 같아요(참여
자 2-4, 여, 25세).

한 참여자는 형제가 많은 다둥이 가족이었지만, 대학에 진학한 형제가 없어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런 방식의 선택적 지원은 실제 원
하는 수요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다른 안전에 대한 대책,
가령 교사에 의한 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현실적인 계층 격차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아이
를 키우는게 너무 힘들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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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제가 많아서,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다둥이 혜택으로 대학 등록금을
나라에서 지원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희 형제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고… 나라에서 얼만큼 지원해 준다 금액이 나오
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거고… 이런 방법보다는 약간 요즘 불거지는 문제
들이 아이를 맡겼는데 교사가 폭력 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해결책을, 돈보
다 시설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는 게 오히려 출산을 더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2-3, 여, 20세).
(보육교사 준비하면서) 대면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유치원은 등원
하는 유치원생이 적어서 없어지는데 좋은 시설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은 꽉
차서 못 들어갈 정도라고 하는데. 교육의 공평성에 있어서 어떤 유치원은 좋
은 그런 시설에서 교육을 받지만, 또 금전적인 것, 사는 동네 그런 것도 있겠
지만 ‘제대로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아서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들 거면 아예
안 낳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참여자 2-1, 여, 21세).

나) 남성
(1) 청년들의 구조요청: 청년지원정책 더 늘려야
고졸 남성들은 고졸 여성 연구참여자들보다 청년 수당, 취업관련 지원 정책
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실제 지원을 받은 경험도 더 많다. 대다수는 사회 초년
생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데 찬성한다. 삼포세대, 헬조선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20대들이 사회와 정부를 향해 보내는 ‘구조요청’
이라고 말한다.
삼포 세대라든가, 2030들이 어렵다고 자칭하는 20대가 많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구조 요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참여자 2-10, 남, 26세).
좀 지원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청년들에게 ‘가난해도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2-8, 남, 21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양
하다. 청년 수당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 때로는 엉뚱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비판
도 있다. 또한 기준이나 서류상의 문제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험, 가령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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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실제로 따로 생활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저도 몰랐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우편물로
… 아르바이트만 하니까 연에 수입 2,400(만원) 이하 정도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연구자: 그거 받으면 도움이 되시나요? 어
디에 쓰고 싶으세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생활비에 쓸 것 같아요. 여행비
도(참여자 2-6, 남, 24세).
옛날에 했었어요.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로 해 봤어요. 근로자 내일 배움…
구직자가 2,30대들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 반 이상
이 주부들 있잖아요. 4,50대 아줌마들…(참여자 2-7, 남, 25세).
저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득 분위가 안 맞아서 퇴짜 맞았는데. 어떻게든
정부 지원금은 소득 분위를 조사해요… 저는 독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재혼하신 남자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손 벌리고 싶지 않
아서… 청년 국비 지원금 해 보려고 했는데 (새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버렸
으니까(참여자 2-10, 남, 26세).

(2)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의 필요성
청년 수당 방식의 현금지원보다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더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다. 2030 세대를 위한 주거와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은 주거비 부담이 큰데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LH 행복주택 청약 요즘 대학생들 지원 많이 하는데, (대학생이 아닌) 사회
초년생들은 막상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20대 초로 하면 대학생
이 아니면 (신청)할 수가 있는 게 줄어요. 기초생활수급 그 쪽으로 가든가…
사회 초년생들이 돈이 너무 많이 깨지는 게 주거 공간이 터무니없이 비싸거
든요(참여자 2-9, 남, 23세).

(3)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돈보다는 행복한 가족
취업 지원에 비해서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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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복지지출을 늘려야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
는가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가족생활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
도 있다.
저출산이 해결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저
절로 낳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때문에 안 낳는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고 지원해 주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복지가 낮다고 생각해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복지를 많이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참여자 2-8, 남, 21세).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하거나 안 낳는 분들은 (경제적 지
원을 해주면)낳겠지만, 요즘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게 경
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 경제 문제가 해결된
다고 해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할 거 같지 않아요. 많은 이유 중에 하
나일 뿐이고… (저는) 자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가
정에서 자랐는지, 내 부모님이랑… 내가 경험했던 게 행복했냐 아니냐도 중
요하다고 생각하니까(참여자 2-9, 남, 23세).

다. 대졸 구직자
1) 청년기 이행과 경력(생애) 전망
가) 여성
(1) 직업은 필수, 결혼은 아예 안하거나 가능한 한 늦게
여성 대졸구직자 면접참여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
가를 묻자 공통적으로 “취업” 내지 “원하는 직업에 정착”을 중요한 일로 꼽았
다. 그러나 취업 그 자체만이 목표는 아니며, 생애전망에서 투잡이나 진로의
변경, 이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면접참여자들이 적지 않았다.
일단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면서 여행을 할 것 같다(참여자 3-4, 여, 27세),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이직하여 일을 하면서 자기계발/자기관
리를 병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참여자(참여자 3-3, 여, 25세)도 있었다. 부모
로부터 독립하여 비혼으로 여동생과 외국에서의 정착을 꿈꾸며 준비를 한다는
참여자(참여자 3-5, 여, 26세)도 있었다. 이들은 10년 후의 생애전망에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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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삶(여행, 자기계발, 독립)을 함께 병행하고자 하는 희망
을 이야기하였다.
5명의 여성 대졸 구직자 면접참여자들 중 3명은 앞으로의 생애 전망에 결혼
은 없거나 혹은 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생각이 없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취업 준비라서 일단 취업을 할 것 같고
요 돈을 모으면서 여행을 다닐 것 같고 아직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결
혼을 안 하지 않을까(참여자 3-4, 여, 27세).
저도 취업을 해서 지금 작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제가 컴퓨터 개발자를 지
원하고 있어서 이직을 자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계발 틈틈이 자
기 관리도 하면서 자기 관리에 투자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결혼 생각은
없어서 따로 가족을 꾸리는 미래는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참여자 3-3, 여,
25세).
서른 전에 무조건 한국을 떠나는 게 저의 목표였고 저도 결혼 생각이 없고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주 업무를 하는 대신에 투잡으로 제가 좋아
하는 거를 확정 시켜서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저도 여행 하면서 살고 싶
고 그리고 저도 개발 쪽으로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는 늙어서까지는 못 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을 몇 번 바꾸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3-5, 여, 26세).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2명의 참여자도 사회의 인식을 생각하면 30대
중반을 결혼의 마지노선 연령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하더라도 10년 후인 30
대 중반 즈음에서 가능한 한 늦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생애전망에 결혼
을 생각하고 있는 참여자들 역시 취업/일은 당연히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
어, 워킹맘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례(참여자 3-1, 여, 29세)는 있어도,
자신의 미래로 전업주부를 생각하는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워킹맘을
꿈꾼다는 참여자 3-1, 아이를 낳아도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참여
자 3-2 외에는 생애전망의 진술에서 자녀를 자연스러운 생애과업으로 이야기
하는 참여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술하겠지만 참여자 3-2 역시 정작 자신
의 자녀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최대한 아이는 안 낳는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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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취업을 할 것 같은데 10년 사이에 취직을 하고 나서도 진로가 자주 바
뀔 것 같아서 10년 안에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결혼
할 생각이 없는 거까지는 아니라서 10년 후면 아마 서른여섯 때쯤인데 아
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3-2, 여, 25세).
저도 원하는 직군에 이직을 해서 3년 5년 정도 기반을 잡고 저는 결혼 생각
이 있기 때문에 서른 중반쯤에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 하고 워킹맘을
꿈꾸고 있습니다. … 사실은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면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서른둘에서 중반까지는 가야 부모님
들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다(참여자 3-1, 여, 29세).

(2) 미래전망의 변수: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자원
미래전망에 있어 변수로 여성 대졸 구직자들은 인간관계 내지 사람, 자신의
의지 내지 능력, 자금 등을 이야기하였다. 인간관계는 주로 자신의 부모 그리
고 직장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등이 이야기되었다. 취업과 경제적 독립, 결혼이
라는 청년기 과업의 이행을 압박하는 부모와의 의견 차이와 갈등을 이야기하
는 참여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결혼에 대한 압박, 천천히
준비해서라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든 빨리 취직해서 경제적 독립
을 하라는 부모의 압박(참여자 3-3), 비혼으로 외국으로 떠나 독립을 꿈꾸는
자신과 부모가 생각하는 가족의 미래의 간극(참여자 3-5) 등을 이야기하였다.
부모 부양을 미래의 변수고 보는 의견(참여자 3-2)도 있었다.
저는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되게 오래 전부터 얘기 했고요. 지금은 바뀌었는
데 예전에는 대기업을 가려고 계속 해오던 게 있어서 지금 2년 정도 했는데
안 되니까 노선을 틀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 싸웠죠.… 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의 인식의 차이 그거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 제가 원하는 이
미지가 있으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돈을 빨리 벌고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을 주셨죠. … 취업을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한다고(참여자 3-3, 여, 25세).
경제적으로 풍족한 여건은 아니지만 부모님도 빨리 네가 자리를 잡아야 마
찬가지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참여자 3-1, 여, 29세).

Ⅲ. 청년층의 생애전망 이야기: 비혼 2030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 103

저는 제가 생각 했던 일이랑 부모님이 생각했던 가족의 미래가 완전 달라서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랑 얘기 했는데 저희가 독립을
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하지는 않으셨는데, 해도 일주일에 한번은 보겠지 라
고 생각하신 거였는데 저랑 동생(여동생)은 아예 (외국으로) 떠나는 거여서
그렇게까지 얘기가...(참여자 3-5, 여, 26세).

자신의 의지 내지 자신의 능력을 미래전망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
하는 참여자들(참여자 3-4, 3-3)도 적지 않았다. 생애전망에 있어 변수를 사회
나 제도보다는 개인에서 먼저 찾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경제적 변수, 구체적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금을 미래 변수하고 한 참여자
들(참여자 3-4, 3-5)도 있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 3-4에
게 경제적 자원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을지
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다.
자금도 걱정이고 취업 준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토익도 한번에 4, 5만원 정도 하고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
수록 온전히 달라고 하기 힘드니까 자금적인 것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중간에서 취업을 빨리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하고 원하는 거
를 하기 위해 계속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 하게 되는 것 같아요.…사실 공무
원 준비하고 있는데 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취업 준
비를 다시 할까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4, 여, 27세).

(3) 직장 고민: 불안정한 일자리, 인간관계의 어려움, 성차별적
직장문화
지금은 구직중인 참여자들이지만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한 참여자들
도 있었다. 참여자 3-1은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
을 해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데,
직장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수월하지 않았으며 비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
었음에도 결국 그만 두었다고 한다. 참여자 3-4 역시 직장경험이 있었으나 직장
상사의 갑질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잘 할 자신이 없어 계약직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요인은 더 나은 환경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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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어가기 위한 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변수라고 하면 인내력,
인간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 한다면 잘 해결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한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변수가 될 거 같고요. … 2년 비정규직
으로 근무를 하고 전환이 되어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저도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벌어야
겠다 해서 빨리 나갔는데 생각보다 직장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
월하지 않더라고요(참여자 3-1, 여, 29세).

참여자 3-1은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근무 환경을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라고 한다.
첫 번째는 근무 환경이었고요.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 오버 타임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성수기 때는 집에 귀가를 할 수 없을 정도
로 심신이 많이 피로하고 많이 예민해지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는 방금 전에 말씀 드린 직장 관계 내에서 어려운 점이 상사 분들이 그 직
군이 군기가 심한 그런 직장이었어요(참여자 3-1, 여, 29세).

참여자들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남성 중심의 직장 내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식품공학을 전공한 참여자 3-4는 여성 동기들이 더 많은 학과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남성 동기들이 대기업에 더 많이 취업하는
것 같다고 한다. 공장 관리직이 3교대이다 보니 기업에서 남성을 선호한다고
한다. IT 개발 직군의 커리어를 준비 중인 참여자 3-3 역시 밤샘 근무가 많은
개발직의 특성상 여성을 잘 뽑지 않는 것 같아 향후에는 마켓팅으로 직무 분야
를 넓히려 한다고 한다. 역시 IT 개발직에서 시스템 구축(SI)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참여자 3-5는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일단 다른 과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더 취업이 되는 것 같고 여자
동기들은 공무원이 제일 많고 전공을 안 살려서 가는 친구들이 많고 다들
취업 하거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남자 동기들은 대기업에 많이 취업 하는
것 같아요 여자를 잘 안 뽑아요(참여자 3-4, 여,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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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할 때 몸이 아팠던 게 제가 생리하기 전에 한번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
데 그게 안 나오고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부어 가지고 못 걷는 정도로
갔었거든요. 이거를 출근을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방 매니저가 다 남
자였거든요 회사 분들이 다 남자였어요.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도
가서 앉아 있고 그랬거든요…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간 거
예요 다른 사람은 배가 아프다던가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겪어 보니까 자궁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 거는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참여자 3-5, 여,
26세).

여성 대졸 구직자인 참여자들은 직업을 고민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안정성
을 주로 이야기 하였다. 또한 발전 가능성, 소득,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꼽았다.
부모 부양을 미래 변수라고 했던 참여자 3-2는 직업을 고민할 때 부모의 거주
지역이 서울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하
다고 말한다. 생애전망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가 말하는 직업에서의 안정
성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한 이유에서 참여자 3-2는 교직을 진로로 택해 준비 중이다.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사
기업에 여자가 들어가면 임신하면 거의 나와야 된다는 분위기라 그런 거 때
문에 교사는 공무원 쪽이고 주변에 교사 하시는 분을 보니까 휴직이 잘 되
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진로를 많이 고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무래도 제 성향보다 그런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 저는 애를 낳
아도 일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참여자 3-2, 여, 25세).

참여자 3-4는 결혼생각은 없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 좋아하
는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어 한다.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
기 위해서 더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 쪽
IT 개발직 취업을 준비 중인 참여자 3-5는 문자 그대로 기업의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 한다고 한다.
저는 웹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이라서 회사마다 복불복이라 달라요. 저는 그
것보다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취준(취업준비)을 하고 있는 상태라
서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가가 우선이거든요(참여자 3-5, 여,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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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3 역시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준비 중인데, 그는 발전가능성과 소
득을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 자기관리에 투자하고 싶다
는 그는 초반에는 워라밸을 포기해야 하겠지만 성공하면 조건을 선택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 돈 많이 버는 거. … 신입 2년, 3년 차에는 거의 못 번
다고 생각하고 이직을 한 경우에 좀 좋은 데로 갔을 경우에 자기만의 커리
어가 쌓이고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생기면 그때 확실히 연봉이 올라가는 걸
로 알고 있어요.…초반에는 저도 워라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
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요즘에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나중
에는 제가 좀 능력이 생기면 그런 거를 골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참여자
3-3, 여, 25세).

참여자 3-5는 직장 선택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기업 안정성과 함께 그 직장
의 ‘성비(性比)’를 본다고 한다.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힘든 경험을 했던 그에
게 직장의 성비는 그 직장의 성평등 문화를 판단해볼 수 있는 표지이다.
저는 성비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근에 면접 본 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
고 계속 저 뽑아 달라고 얘기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제가 말한 거 두 가지
다 해당해서 소기업인데 입사자 퇴사자가 많이 발생 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
을 초창기부터 계속 똑같은 거를 해 오고 있고 20년이 넘는데 개발자가 15
명이에요 제가 면접 본 세 분이 다 여성 분이셨거든요. 그분들 직급이 부차
장님이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임원 바로 밑에 있는 직급은 중요하잖아
요. 그분들 여자 분들이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대학도 여
대 다녀 보고 공학도 다녀 봐서 저는 성비가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기업 안정성이랑 성비…(참여자 3-5, 여, 26세).

(4) 부모세대와의 비교-미래 전망
여성 참여자들은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삶과 10년 뒤의 자기의 삶을 생각
할 때 그래도 지금 부모님이 겪었던 삶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참여자
들이 더 많았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부장적 결혼 제도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라 전망을 한다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 한
다. 그러나 경제적인 전망에서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 전망의 참여자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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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 같고 저희 엄마는 지방 출신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학 졸업 후에 꿈을 찾을 시도도 없이 집안에 가게에서 일을 하셔
서 저는 취직 준비 하는 것도 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쪽에서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세대에는 제사 같은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제 의지는 표현할 수 있는 시대라
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더 낫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2, 여, 25세).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보다는. 제가 결혼 안 할 거라고 가정
했을 때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 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부모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제가 10년 뒤가 되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대
도 바뀌기도 해서…(참여자 3-4, 여, 27세).
저는 저희 어머니가 결혼 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전업 주부 하시다가 저 대학 가고 다시 일을 찾아서 하시는
중이신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때쯤이면 일을 하고 있을까 불안해
서 아직 미래가 불안정해서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나
아졌을 것 같지도 않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결혼 하고 말고의 차이가 있
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더 나아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오
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참여자 3-3, 여, 25세).

나) 남성
(1) 생애전망: ‘취업-결혼-자녀양육’을 희망함
남성 대졸 구직자들은 앞으로 10년의 미래전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선
적으로는 취업 그리고 그 이후 자연스럽게 결혼에 뒤이어 육아를 언급하였다.
생애전망에 있어 직업을 제일 우선한 것은 여성 대졸 구직자들과 마찬가지였
다. 그러나 생애전망에 있어 과반이 결혼 생각이 없고 워킹맘을 꿈꾼다는 참여
자 외에는 자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또래 여성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또래 여성 그룹과는 달리, 대부분 취업을 해서 안정이 되면 결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있는 전형적인 생애과
업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전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취업인 것 같고 취업을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
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결혼을 꿈꾸지 않을까(참여자 3-8,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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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육아도 있죠. 결혼한다고 하면…(참여자 3-6, 남, 28세).

취업이 우선이지만 미래전망에서 부모 부양/돌봄 부담을 이야기하는 참여자
도 있었다.
저도 취업도 그렇고 10년 정도 되면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
데 부모님 나이가 드셔서 건강 준비를 제가 같이 사니까 누나들은 다 나가
살고 제가 같이 사니까 아버지도 저에게 부담이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해
서 걱정이에요. …경제적인 준비가 클 것 같고 그거 말고 그런 일이 안 생겼
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혹시나 거동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하면
돌보는 게 두 번째에요. … 최근에 아버지가 간이 되게 안 좋아지셔서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참여자 3-10, 남, 26세).

“취업이 가장 큰 산”이라는 참여자 3-7은 결혼도 부모 부양도 일단 고정적
인 수입이 있어야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직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
일단 돈이 있어야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
혼 생활도 그렇고 부모님께 병원비 챙겨드리는 것도 그렇고. 직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참여자 3-7, 남, 31세).

(2) 취업･구직에 있어 중요한 일: 직업의 안정성, 적성, 워라밸
남성 대졸 구직자인 참여자들은 취업･구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직업의
안정성, 적성, 워라밸 등을 들었다.
안정성.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벽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는 대학
교 4년제를 졸업하자마자 전문 직종을 준비하고 관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2, 3년을 준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은 요새 말이
많으니까 힘들다고 그렇다고 제가 대기업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중
견기업도 준비 할 게 많더라고요. 차라리 이거를 준비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제일 저한테 적성도 맞고 전공도 살릴 수 있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막
연한 것 같아요. 아직 합격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 3-6, 남,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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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 일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무
한정 많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수준에서만 많이 주는 거니까 적성에
맞고 워라밸도 맞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3-7, 남, 31세).

청년들이 생각하는 워라밸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 참여자들은 가정이 무너지
지 않는 것, 자기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것, 취미생활, 자기계발이 가능한 삶을
이야기 하였다.
최소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안 무너지고 자기 삶이라고 할까
요. 그런 자기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
은 경우에는 해가 길잖아요. 한강에서 자전거도 한 바퀴 타고 그런 거 운동
도 즐기고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3-7, 남, 31세).
자기 계발을 한다든지. … 요즘에는 승진이라든지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취업 입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뭔가를 배워야 될
거 같은 그런 시간 역량 계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
겠고. 물론 가끔 근처에 친구들 만나서 같이 저녁 먹는다거나 그런 개인 여
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가끔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고 대신에 어떤
행사나 어떤 일 때문에 몇 일 동안 야근을 했다고 하면 대신에 휴가를 쓴다
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
을까(참여자 3-9, 남, 30세).

사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 3-9는 일과 꿈에 대해서 이야
기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나면 마음에 담아있던 꿈과 취미를 찾고 싶
다고 한다. 그에게 일은 삶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꿈꾸는 삶을 위한 기반 내지
수단이다.
사서가 되면 제 취미를 찾고 싶어요.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무언가 구체적으
로 정하지 않았고 흥미가 있는 거는 목공 같은 거 하고 싶고 원래 대학교는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해서 글도 써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정도로…(참
여자 3-10, 남,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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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밀성과 가족형성 전망
가) 여성
(1) 친밀성 관계: 다양한 전망
친밀한 관계에 있어 여성 대졸구직자 참여자들은 현재의 가족 그리고 친구
를 먼저 들었다. 아직은 결혼생각이 없다는 참여자 3-4는 관계와 친밀성에 있
어 지금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의지가 되는 존재라고 한다. 참여자 3-5는 미래
에 여동생과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외국에서 정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인과 여동생 모두 결혼생각이 없으며 여동생과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
저는 일단 친구도 중요해서 그런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남자친구나
배우자보다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단 지금은 친구들하
고 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걱정이기는 해요. 5년 뒤, 10년 뒤에는 그 친구들
이 결혼을 했으면 연락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은 친구들한테 의
지를 많이 하고 있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의지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참여자 3-4, 여, 27세).

참여자 3-1 역시 기본적으로 지지체계는 필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고 하면서도, 그래도 무엇보다 가족인 부모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결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이에 더하여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파트
너도 중요한 지지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3,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부모님이 저는 형제가 없어
서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아까 결혼 생각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누군가를 만나시게 되면 그
분도 중요한 지지가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중요한 지지가 될 것 같
습니다(참여자 3-1, 여, 29세).

참여자 3-2 역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고령이 되어서는 부모와 오빠
와 함께 살 수는 없으니 결혼을 해서 의지를 하고 싶다고 한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아까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 얘기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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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때 혼자 방을 썼는데 외로웠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친구 만나려고 노
력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물론 부모님이랑 오빠랑 살고 있지만 늙어서까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의지를 하고 싶고…(참여자 3-2,
여, 25세).
결혼은 아무래도 요즘에 비혼주의자 분들이 여성분들 중에서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나이가 50대 되어서 좋은 친구 같은 배
우자가 있는 게 좀 더 삶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시기가 결혼의 시기가 언제...(사회자 : 아
까 30대 중반까지 생각하셨죠?) 네. 저는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
입니다(참여자 3-1, 여, 29세).

(2)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거부감, 배우자는 능력보다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
대다수의 여성 참여자들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참여자
들은 결혼관과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결혼생각이 있는 참여자들을
포함해서 이구동성으로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와 가족문화에 대하여 가졌던 강
한 불만과 거부감을 쏟아내었다.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이고 가족문화 및 성 불
평등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하거나 헤어지는 주변의 사례들을 보아왔
다고 한다.
둘이 같이 직업을 가지고 벌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부 사
정은 모르겠으나 여자 분께서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시
댁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많이 요구를 하는데
남자 분은 보수적인지라 그래도 여자가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갈등이 되게
많더라고요. …헤어짐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케이스
로…(참여자 3-1, 여, 29세).
연령대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 세대에 제 주변에 이혼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여자 분들이 남자 분들을 견디기 어려워서 헤어지는
경우가 다였어요. 저는 집안 사정까지는 얘기하기 어렵고 아버님들께서 얘
기 하시는 게 제가 들어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어머님들
은 적어도 20년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힘드셔서 헤어진 케이스, 도망간 케이
스가 많았어요(참여자 3-5, 여,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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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시댁 중심의 제사와 명절 문화, 가족행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이어 도마에 올랐다. 배우자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의견이
잘 맞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같은 세대인데도 보수적인 남성이 많더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결혼인가 비혼인가에 대한 선택은 양자택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의견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다. 또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들도 우리 사
회의 가족문화와 불평등한 결혼제도를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들은 보수
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의견이 잘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족 문화에 모두 순응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저는 원래 어릴 때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20대가 되고 취업을 하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들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보수
적인 사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혼으로 생각이 바뀌기는 했고…(참여자 3-4, 여, 27세).
저한테 결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 사회가 시
부모님한테 더 많이 하는 사회잖아요 일단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제사 많
이 지내고 제가 그런 거를 보고 커서 그런지 제사 이런 게 악습이라고 생각
해서 그런 거가 잘 맞는 배우자하고 결혼 하지 않을까. 배우자의 능력보다
는 그런 게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참여자 3-2, 여, 25세).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젠더이슈에 대한 같은 세대의 남성들과의 인식차이
를 이야기하였다. 성폭력 이슈에 있어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헤어진 커플
이야기, 보수적인 가치관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 등 일상에서 동세대 내에
서의 젠더 의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친한 친구도 2년인가 만났는데 최근에 젠더 이슈 같은 게 그런 거를 사귀는
사이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맞아서 다른 게 다 잘 맞았는데 그거
때문에 최근에 헤어진 커플이 있어요.…굳이 페미니즘까지 안 가더라도 성
폭력 이슈들이 많이 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잘못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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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갖고 있어서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헤어졌던 커플이 있어요(참
여자 3-2, 여, 25세).
…제 또래에서도 상대방 남자친구가 연상이든 연하든 얘기 하는 거 들어 보
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왜 저 사람이랑 만나지라는 것도
은근히 있어서.…저보다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덜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 남자 애가 92년생인 제 친구한테 아침에 밥 차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충격 받았어요(참여자 3-5, 여, 26세).

(3) 동거: 아직은 부정적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동거를 할 바에는 제도적으로 보
호가 되는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거를 경험해 보았다는
참여자는 결국 자신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맡아야 하는 불평등한 기억을 가지
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동거와 결혼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다고 한다.
결혼이 아닌 동거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함께 사는 일상은 불평
등하다는 것이다.
동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도에서 남자친구랑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이
것도 아니구나. … 그 친구가 이상해서일 수도 있는데 집안일이라고 하기
보다 … 그때 방 청소라든지 전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요. 대화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돌아오고 그게 짧지만
긴 6, 7개월 정도 보면서 내가 결혼을 해도 결혼하기 전에는 하겠다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 확고하게 잡혔어요(참여자 3-3, 여, 25세).
동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그 이유는 동거를 할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빠르게 결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자한테 법적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
거를 길게 하고 결혼까지 간 케이스는 잘 못 봐서 개인적으로 주변에 그런
부분도 있고 동거는 반대하고요(참여자 3-1, 여, 29세).

(4) 출산과 양육: 온전한 조건 없이는 어려운 일
여성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여성 참여자
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여성의 몸으로 겪어야하는 두려움과 부담, 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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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아닌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돌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임신은 아예 생각이 없으며, 자녀를 책임 져야 한다
는 부담감, 아기는 좋아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출산을 하라는 정책적･사회적 압력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 참여자들은 오롯이 여성 자신의 몸으로 직접적으로 감당해야하는 임신
과 출산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과 부담을 강하게 이야기하였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으로 감당해야 하며 건강과 신체에 직접접인 부담과 영
향이 있는 말 그대로 ‘몸’의 문제인 것이다. 참여자들은 “무섭다”라는 언어로
부담을 넘어선 두려움과 공포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여성의 부담과 두려움을
외면하고 출산을 신성한 모성신화로 포장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너무 우리나라가 임신 관련해서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임신을 하고서는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
신을 하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망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거를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허
황된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바라보니까 되게 신비롭고 소중한 것처럼만 얘
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더 거부감이 들어요(참여자 3-3, 여,
25세).
저도 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낳는 거는 무서워요. 애기를 낳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 아이를 낳는 게 여자가 좀 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건강이나 이런 게 다 여자가 안고 가는 부분이니까 아기를
좋아하지만 낳고 싶지 않더라고요(참여자 3-4, 여, 27세).
출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먼 이야기라고 느껴져요. 물리적으로 생명
을 탄생 시킨다는 게 굉장한 고통에 상상이 되지 않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
기는 한데…(참여자 3-1, 여, 29세).

여성들은 자녀를 돌보는 책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든 현실에서 다른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진
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참가자도 출산은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며, 입양
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일하게 결혼과 출산 의향
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참여자 3-1은 부모가 될 준비와 조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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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다.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포함한 부모의 책임을 갖추
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젊은 세대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과중한 부담감과 심
리적 장벽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데리고 살 수 있지 않
을까라고 생각 했는데 … 저도 동생 케어할 때 있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케
어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 자신도 케어 하기 힘들다 보니까 임신은 아예
생각이 없고 …입양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한국 사회는 입양은 안 되는 상
황이에요. 여자 혼자. 된다 해도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
서…(참여자 3-5, 여, 26세).
저는 딩크족은 아니에요. 아직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결혼의
결실은 아이를 출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경제적인 상황이 되었건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가 온정적인 부모가 될 마음
의 준비 그런 게 갖춰져야 출산을 했을 때도 의미가 있다(참여자 3-1, 여,
29세).

나) 남성
(1) 취준생활에서 유보된 인간관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빨리 합격한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인 대졸 남성 참여자들은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많이 있
으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혼자일 때 외로움,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 동창들, 동호회도 있기는
하나 “만나면 돈”이라 구직자인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한다. 무엇
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빨리 합격한다”는 말이 의
미하듯, 직장을 구할 때까지 친밀감의 욕구도 인간관계도 유보된 생활을 하게
된다.
만나면 다 돈이라서 그렇죠(참여자 3-8, 남, 29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쪽 수험계에서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빨리
합격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남는 사람 빼고
다 절단하게 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같이 되니까 가장 남는 사
람만 남더라고요(참여자 3-6, 남,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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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부터 취업 준비 하면서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솔직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혼자 있는 그
런 성격이었는데 살짝 바뀐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생활을 오래 하면서 외로
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참여자 3-9, 남, 30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구직 중 가장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는 친한 친구관계
라고 하는데 특히 직장을 준비하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마음이 편
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자
신감,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다. 참여자들은 취업준비 생활이 길어
지면서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한다.
뭔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고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혹시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어디선가 시간을 보낼
때 제가 돈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려워지면 조금 다른 친구들은 괜
찮다고 하는데 다 이해해 주고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스스로 부끄럽다기보
다는 자신감이 없죠(참여자 3-9, 남, 30세).

(2) 이성과의 만남은 부담
참여자들은 취업준비생활에서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
끼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면서 시간도 돈도 자신감도 없어 만나더
라도 결국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잘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신도 없고 돈도 없
고 그랬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계속 한번만 만나 보라고 해서 지금 만나고는
있는데 아직 사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 하지만 제가 좀 떳떳하지가 못
하고 책임져 주고 잘 해 줄 자신이 없어서 … 취업 준비 하다 보면 직장 안
다니니까 마냥 노는 것 같이 보여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있거든요. 그
렇게 취업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또 같이
만나서 또 약속 잡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직장 다니는 남자들처럼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요(참여자 3-9, 남, 30세).
데이트 한 번 하는 데도 밥 값 하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것저것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참여자 3-7, 남, 3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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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의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가 나왔다. 반반씩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 그래도 남자가 더 내는 것이 좋다
는 의견, 직장 다니는 여자친구가 더 내는 것 역시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이
야기 등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남녀 관계에 대한 혼란과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반 정도 부담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더라고요.…솔직히 소개팅이라 하면 아무데나 갈 수가 없잖아요. 좋은 데
가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 확실히 쓰는 돈이 많아지죠(참여자 3-9, 남,
30세).
직장인 여자 애랑 사귀었는데 걔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쪽은 월급
을 받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기본적으로 달라 가지고 내가 아쉬워
하는 돈은 그쪽에서는 전혀 아쉬운 돈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 버리
면 부담스럽죠. 만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3-10, 남, 26세).

취준 과정에서 이성 친구와 만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는데, 아직 결혼을 이
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성친구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연구참
여자들은 책임감이라는 말을 종종 언급했다.
주변 친구들은 부담 없이 만나고 만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책임감 같은 거를 필요
이상으로 느끼는 그런 성격이라서 결국은 성격 차이이지 않을까…결혼 생
각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직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참여자 3-9, 남,
30세).
아까 책임감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여자친구를 5년 사귀고 있어
요. 제가 스물다섯 정도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저는 이거를 준비 했는데 걔는 이번에 합격 했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생활을 가장 잘 이해 해주는 사람이니까 가장 힘든 거 제 밑바닥을 다
알고 네가 돈이 없다라는 거를 다 알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서 고맙고
책임감을 제가 기대더라고요. 나중에 갚아야겠다 그런 거에서 더 연애 기간
이 오래 지속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6, 남,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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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은 자연스런 희망사항
결혼에 대하여 남성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생애과업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소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대졸 취업준비생 중 앞으로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참여자는 없었다.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당연한 생애과업 내지 자
연스럽게 이행하게 되는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아프면 서로 돌보아주는 그런 결
혼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
에 데려가시는 모습들이 저도 해 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먹고
싶은데 이러면 아버지가 그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참여자 3-8, 남, 29세)

한편, 결혼을 당위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겠
느냐는 소극적 희망을 피력하는 참여자들도 있다. 결혼은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비혼주의는 아닌데 생각은 별로 없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굳이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서.…결혼을 위해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는 아니라 부모님은 다 싫어하겠지만.…나이가 있어서 결혼하게 되는 거는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3-10, 남,
26세).
저도 나이나 그런 거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고 그랬는데 같이 살
아도 좋을 것 같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게 되겠죠(참여자 3-9, 남, 30세).

참여자들은 결혼 생활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생활-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나
누어야 하는 부담에 대해 결혼생활의 속성으로 인정하고 감수할 의향을 가지
고 있었다. 부모나 주변의 결혼한 친구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혼생활을 보
면서 큰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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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직접 겪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제 롤
모델로 봤을 때 부모님 밖에 없잖아요 결혼 생활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아버지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묵묵하게 하시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하실
일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해 놓고 봐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다 해 놓고 내 거 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를 결혼 생활 30년 살면서 제가 10년 이상은 봤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겠
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3-8, 남, 29세).
그거를 커버 할 수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를 내려 놔야 결혼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내려놓지 못 하면 부부 싸
움만 하게 될 거고 항상 그게 계속 절충이 안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내려
놔야 할 것 같아서요(참여자 3-6, 남, 28세).

경제적 조건, 사회적 계층에 따라 결혼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참여자는 친구의 사례를 들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상층의 친구는 바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반을 잡을 수 있지만, 평균적인
중산층에 해당하는 친구는 결혼할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는데 몇 년이 더
걸린다고 말한다.
친구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사는 친구가 있고 평균적인 친구가 있는데 잘 사
는 친구는 공무원이 되었지만 원래 부모님은 잘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바로
했어요. 바로 애를 낳고 자가에 자차로 사는데 다른 친구는 못 사는 친구도
아닌데 평균적인 친구인데도 결혼을 할 친구가 있는데도 3년 정도 생각하
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주소지 이전 시켜서 청약 이거에 대해서 하는 친
구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부자인 친구는 OK 하면 바로 결혼 하는데 마음
이 있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3년을 생각하면서 모아야 되니까 그게 느껴지
더라고요(참여자 3-8, 남, 29세).

한편, 결혼관의 차이라든지 육아 가사노동의 분담 등 최근의 젠더 이슈와 젠
더갈등에 대하여 남성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결혼 이후의
역할 조정, 동등한 부담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의견,
젠더 갈등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로 여기는 참여자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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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다양한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복잡
한 문제 같아요. …제사 같은 거 명절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태
까지 남자 집 쪽 먼저 가고 여자 집 쪽 간다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왜 당연한거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네 하면서 만약
에 결혼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맞춰줘야 하나 어떻게 맞춰줘야 하지?
(참여자 3-7, 남, 31세)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게 제 생각일지 몰라도 자식한테
는 희생인데 부부 관계는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가
더 해 그럴 거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일이 빨리 끝나면 제가
더 하는 거고요. 아내가 일찍 끝났으면 아내가 더 하는 거고 그게 결혼이지
뭔가 딱딱 50:50 나누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참여자 3-6, 남,
28세).

(4) 비혼 동거, 비혼에 대한 의견
남성 참여자들은 비혼동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동거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필요하다거나 긍정적
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미
리 살아본다는 것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혼을 약정하고 있다면 혼전 동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같이
살아 봐야 그 사람의 습성이나 다 알기 때문에 살아 봐서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혼을 약정해 놨는데 같이 살
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딱히 헤어질 거는 아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결혼을 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게 없으니
까(참여자 3-6, 남, 28세).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살아 보지 않고 결혼부터 해서 살아 봤
는데 안 맞고 이러면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 전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살아 봤는데 안 맞으면 따로 살면 되니까 법적인 기록이나 절차도
없고 그리고 미리 연습 해보는 것도 좋고. 제 성격에는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참여자 3-9, 남, 30세).
저도 딱히 확정이 안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요. 확정이 되고서 하면 그 앞까지 시간이 너무 기니까 거기서 이 과정에서
안 되면 그것도 피곤할 것 같아서 그 전부터 기간도 넉넉히 잡아 놓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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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볼 수 있으면 살아 보고 안 되면 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미리 아니까
같은 장점을 공유하는 거고요(참여자 3-10, 남, 26세).

그러나 남성참여자들 중 비혼에 대한 확신이나 스스로 비혼주의자라고 말하
는 참여자는 없었다. 요즘 들어 결혼을 안 하고 비혼으로 살게 될 수도 있겠다
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참여자들은 있었다. 이들의 비혼 이야기는 반려동
물과의 삶, 친구들과의 셰어하우스나 공동생활 등 아직은 막연하지만 현실화될
수도 있는 다양한 전망을 담고 있다.
옛날에는 당연히 결혼하고 그렇게 살겠거니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참여자 3-7,
남, 31세).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기회가 되면 나가서 살고 싶
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쯤 되면
저는 뭔가 취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고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때까지 비혼이라고 하면…(참여자 3-10, 남, 26세).
제 친구 중에서 비혼주의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다 남자 애들인데 가끔
씩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점점 현실화 되고 있기
는 하지만 전원주택 하나 해서 같이. … 다 같이 모여 살면 우스갯소리지만
괜찮겠다(참여자 3-8, 남, 29세).

(5) 자녀 양육: 희망과 부담
참여자들 중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는 희망,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살아
가는 꿈,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아빠
역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부담감도 함께 나타난다.
이왕이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평
범하게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목표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
표처럼 되더라고요(참여자 3-7, 남, 31세).
저는 육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이는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멋진 아빠
(참여자 3-6, 남,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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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쌓였을 때 아내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제가 아이를 돌보거나 동물원
을 데리고 가거나 같이 손잡고 놀러 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3-6, 남, 28세).

반면 결혼은 한다고 해도 자녀를 갖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참여자
들도 있었다. 경제적 부담,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경험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육아는 너무 힘든 일로 생각하게 된다.
누나가 조카가 있거든요. 남자아이인데 남들보다 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오고 3주 2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친정집이니까. 오는데 안 되겠다 싶
은 거에요. … 한 명은 조금 편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두 분 다 힘들
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매형네 집에 부모님 댁에 맡기면서 애를
키우시는데 그렇게 해도 힘든데 부모님하고 자주 싸운데요. 저희 집에서 키
웠으면 저희 부모님이랑 싸웠을 것 같아요. 여건상 가능하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고수익의 직장인이면 모를까… 지금 그림대로 가면 그러기 어
려울 거 같아요(참여자 3-10, 남, 26세).
저도 경제적인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
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부담이 되죠(참여자 3-9, 남, 30세).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요즘에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에도 부담감을 느낀다.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잘 키우려면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아버지 세대는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데 그것보다 맞벌이라 부담이 적겠지
만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더 재미있
게 놀아 줘야 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런 쪽으로 힘들지 않을까.
(사회자: 그런 게 남성으로써 부담이 많이 되나요?) 그렇게 많이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7, 남, 31세).
저희 세대 들어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아파트 네이밍 가
지고 애들 차별 하는 거 …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고 어디 살든 상관없었는
데, 이제는 삼성이나 그런 데서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놀이터도 달라
지고 더 경제적인 거에 더 부각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부담 되겠구나 나중
에 우리 아이도 그렇게 차별 받으면 어떻게 할까(참여자 3-6, 남,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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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남부럽지 않게, 기죽지
않게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아져 버렸다는 것을
참여자들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
견이 있는가 하면, 대리 운전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원할 것이라는
참여자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경쟁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은 ‘평범한 수준’을
감당하기에도 힘든 부담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의견에는 참여자들의 성장기 경
험과 각박한 교육 경쟁 및 취업 경쟁의 현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평범의 기준이 우리한테 높은 것 같아요. … 아이가 그쪽에 재능이 있고 동
기 부여가 있다고 하면 저는 대리도 하면서. (사회자 : 투잡 쓰리잡을 해서
라도?)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 같아요(참여자 3-6, 남, 28세).
월등하게 벌면서 방학 때마다 외국으로 외국 연수 보내 주고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보통 그게 어렵기 때문에 평범한 선에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내랑 자식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면 아내가 학원 더 다녀야 된다고 하면 더 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참여자 3-7, 남, 31세).

3) 청년･저출산 정책 인식
가) 여성: 출산을 권장하는 정부와 출산으로 차별하는 노동시장의
모순
여성 참여자들은 저출산 정책이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이 아이키우며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권하면서
비혼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신･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면접단계에서부
터 차별을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성차별이 해소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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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 하신 달부터 월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반절인가 1/3이 나
와서 첫 달부터 경제적으로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무
리 지원이 되어도 힘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고 유치원 서비스 이런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취업 이런데 더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
는 생각이 있어요(참여자 3-2, 여, 25세).
저는 일단은 이런 금전적인 문제도 취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인식이 바뀌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는 환경인 기업
이 있고 어린이집에 쓸 수 있다든지 임신 자체가 기업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저희가 취업을 할 때 나이를 걱정하는 이유가 금방 결혼해서 애
를 낳고 쉴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요. 면접에서 실제로 들었고 제가 최근
에 들었죠.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제 인성 면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
하면 아닐텐데라고 얘기하시던가. …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참여자 3-3, 여, 25세).
저는 그 제도들은 저한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도들이 있다고 하
더라도 잘 알지 못 하고 아직은 그런 것 같은데 앞에 말씀 하신 거랑 비슷
하게 이게 애매한 것 같은 게 비혼주의자다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을 것
이다하면 인식이 안 좋게 흘러가면서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한 게 대수
냐 이렇게 돼요. 그것도 그런 인식이 회사 상사들도 본인들도 아버지일 테
고 다 자식으로 태어났을 텐데 정작 뽑을 때는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하고 막
상 임신을 하면 너 뽑아 놓으니까 임신하냐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에서도 임산부석 해 놓잖아요. 그것도 잘 비워
두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앉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해요. 그게 사회적으로 출생을 높이고 싶으면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참여자 3-4, 여, 27세).

지금의 임신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그럼에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참여자 3-5)도 제시되었다. 육아 휴직 잘 되어 있고 여성들의 여권 상승
이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며 우리도 이제
시작이므로 계속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발점이 될 거고 이거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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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지 거기에 나오는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 육아 휴직 잘 되어 있
고 여자들의 여권 상승이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참여자 3-5, 여, 26세).

청년정책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아직 손에 잡히거나 체감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다.
청년 취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지원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제
가 받고 있는 혜택은 별로 없어서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
니다(참여자 3-2, 여, 25세).

신혼부부나 법률혼 중심의 주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비혼동거 가구,
1인 가구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신혼부부들에 혜택이 있잖아요. 전세 지원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지원 금
전적인 지원이 있으면 굳이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생활
하겠다 생활 하는데 증명 같은 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런 게 밑받침이 되면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 그러면 다양해지겠지
지금처럼 지원이 안 되면 다양해질 것 같지 않아요(참여자 3-3, 여, 25세).
주택이랑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사망자 보험 이런 거 다 연결 되어서. 그래
서 동거 시작 하고 하나 둘씩 서류 준비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동거는…(참여자 3-3, 여, 26세).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가족을 이루고 부부여야만 되
는 게 아니라 1인 가구한테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복지에도
출산 휴가나 그런 거는 있지만 1인한테 비혼에게 오는 복지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가 변하니까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정책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4, 여, 27세).

나) 남성: 단편적 정책으로는 부족
남성 참여자들은 청년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막연하고, 문제를 해결
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정부지원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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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체감도에는 현실적으로는 갭이 있다는 것이다.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만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큼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참여자 3-9, 남, 30세).
아이가 생겼으면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네 고맙네 정도는 하겠지만 저런 거를
한다고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참여자 3-10, 남, 26세).
아이를 낳으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 한 명에 평균
적으로 2, 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지원이 솔직히 적죠. 돈이 문
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내도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여성은 경력 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로지 제가 다 부담
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육아를 하고 싶은데 남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
까 육아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장벽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현실적
인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6, 남, 28세).

저출산 문제가 와닿지 않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참여자들은 저
출산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개인으로 돌
파하기도 어렵고 정책 한두 개가 아닌 사회전반의 차원에서 좋아져야하는 문
제라고 한다. 결혼 후의 정책이 아닌 결혼 전의 정책･청년정책이 더 우선되어
야 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출산이 해결되려면 정책 한두 개로 안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좋아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문제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집 관련 문
제도 그렇고, 구직난 이런 것도 다 해결해야 하고,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그거를 해
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능력이 있
는 분들은 잘 낳잖아요(참여자 3-7, 남, 31세).
가족들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
고(참여자 3-8, 남, 29세).
지금 제가 사는 데는 저출산이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는데 나중에 나
이 들면 제 노후, 제 일 뒷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는 지금 저출산이었던 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해요. … 결혼 후에 지원 정책이 많은 것 같아 가지
고 솔직히 그거는 와 닿지 않거든요(참여자 3-10, 남,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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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졸 취업자
1) 청년기 이행과 경력(생애) 전망
가) 여성
(1) 일과 승진, 그리고 자산 형성에 관심
연구에 참여한 대졸 취업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과 승진, 경력 추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서 일과 경력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자신이 일종의 롤 모델로 삼고 있
는 여성 상사들을 보면서 직업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저는 계속 승진을 할거고, 하고자 하는 일이요, 저희 팀장님이 저랑 열 살이
차이나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싶은… 사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안하면
사람이 처지더라구요. (앞으로) 10년은 한창 일할 때여 가지고 바짝.. 그러
지 않을까(참여자 4-4, 여, 28세).
제가 다니던 회사 두 군데 다 팀장님 실장님이 모두 미혼이세요. 왜냐하면
의류 쪽은 트렌드에 앞서다 보니, 가정에 충실하면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
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든 이름을 찍어보자, 그러면 결혼은 불필요
하구나, 결혼은 힘들겠구나(참여자 4-2, 여, 28세).

여성 직장인들은 경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경력을
쌓아 현재의 직장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의류업체에서
일하는 한 참여자(4-2)는 초등학교 때부터 패션과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전공을 선택해 (예고–미대) 진학한 경우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
해서 필요할 땐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자기주도적, 목적의식적으로 경력을 추구
해온 여성들의 이야기가 잘 드러난다.
저는 항상 별명이 알바몬이었어요. 알바를 엄청 했고 돈을 많이 썼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 봤지, 나는 내 능력으로도 이 나이에
이만큼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다녀. 그러니까 …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에 들어갈거고… 항상 부모님한테 성질 안 죽이
고 항상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포기하시는 거죠(참여자 4-2, 여,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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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경력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원하게 되고, 결혼
보다는 자신의 수입을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저 위주로 부를 축적해서 집이나 자산을
만드는 게 제 10년 후 제가 바라는 건데,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중
요하고… 가장 1순위로는 원래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에 집을 하거나 하
다못해 제 명의의 뭐라도 하나 장만 하는게, 그 다음에 승진도 하구 이런
것들…(참여자 4-3, 여, 32세).

(2) 일 하다가 아픈 경험 – 노동생애주기의 전환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성들은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업무는 늘 많
고, 밤을 새거나 격무로 인해 몸이 상한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5명의 대졸 여
성직장인 연구참여자 중 두 사례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건강 문제를 겪었고,
이처럼 아픈 경험은 이들이 자신의 직장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직업경력 이
외에도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일종의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저는 행사 기획 런칭하는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되게 밤도
많이 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얼마 전에 건강을 위
해서 필라테스 시작하고, 취미로는 꽃꽂이를 … 매일 배우는 클래스가 열려
서 …(참여자 4-4, 여, 28세).
작년에 여름에, 외근하는 도중에 쓰러졌어요. 더울 때 과로로 … (길에서 쓰
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진 후) 눈을 떠보니 엄마 아빠 와있고, 난리가 난 거
예요. … 엄마가 너무 속상한게 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가 다 새빨갛게
줄이 들어있고 … 그렇게 쓰러져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했는데, 입원 하면서
도 일 때문에 의사 선생님 잠깐만 퇴원시켜 달라고 금방 갔다오겠다, 막 하
다가 일을 하다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 때 너무 아파서, 내가 이 일을 보고
달려왔어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4-2,
여, 28세).

참여자 4-2는 과로로 몸이 아픈 경험을 하면서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병수발을 정성껏 해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사례이다. 참여자
4-5 역시 몸이 아픈 경험, 병원에 입원하는 경험을 통해 일만 중요한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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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결혼 생각이 확고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다보니까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
각을 하면서…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바뀌었어요(참여자 4-5, 여, 31세).

(3) 직장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비혼주의
다수의 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뚜렷
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일과 경력을 결혼보다 훨씬 중시하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결혼한 여성, 특히 육아하는
여성들이 직장 내에 설 자리가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장 경험은 일하는 여성들의 비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여성은 출산휴가 대체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출
산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런데 복직한 그 여성이
결국 두 달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과 직장은 양자택일의
문제이며 자신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도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선택할 때 직장에서 어떤 취급
을 받는지를 경험을 통해 확인한다. 남성들은 심지어 맞벌이인 경우에도 자기
의 부인이 힘들다고 걱정하면서도, 자기 부서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커리어 욕심이 많아서, 제가 사실 진로
선택에서 방황을 해서 지금 이 일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 제가 지금은 정규직인데 그 전에는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었
는데, 산휴 대체근무였어요. 그 분이 복직을 하니 제가 그만두게 되었죠. 그
런데 그 분도 2개월인가 다니고 그만 두셨더라구요. 육아를 하려고 …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그 쪽보다 계속 일을 하는 걸 택하고 싶다고 생각 했어
요(참여자 4-1, 여, 28세).
저도 10년 이상 혼자 살아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여직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특히 육아휴직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구요. 본인도 부인도 있고 애기도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부인도 있고 애기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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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분들이, ‘우리 부인 (아이 키우느라고)힘들어서 어떡해’ 하다가도, 막
상 자기 옆에 있는 여직원이 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야, 그러면 어떻게 하
냐’ 하는게…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취급 받고 싶지도 않고(참여
자 4-3, 여, 32세).

나) 남성
(1) 승진, 경력 쌓기, 더 많은 급여
남성 직장인 연구참여자들은 승진, 이직 등 더 많은 경력을 쌓고 더 좋은 급
여를 받는 데 관심이 많았다. 향후 10년의 전망에 대해서는 원하는 직업 경력
을 쌓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남성이 4명으로 다수였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다
는 사례도 있다. 직종에 따라서 이직, 승진, 보직 변경, 더 좋은 직업을 위한
준비 등 관심사는 다양했지만, 아직 30대 초반의 연령이므로 워라밸보다는 일
에 매진해서 더 많은 보수를 얻는 것에 관심이 많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더 많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워라밸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직장에서 일단 안정적인 소득을 하려면 역시 진급이 먼저이고요…
진급을 하고 지금 일에 만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워라밸이잖아요. 워라밸을 현실화 했으면 좋겠어요. 점차적으로…(연
구자: 승진과 워라밸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승진이 되면 되지 않을
까. 원래 직급이 높아질수록 할 일은 밑의 사람이 다 하잖아요(참여자 4-8,
남, 33세).
(연구자: 향후 10년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
가 하고 싶은 직업을 마무리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으면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결혼이겠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
자 4-9, 남, 30세).
저는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어 가지고 당장 결혼 준비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인사총무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팀 업무를 하고 싶어 가지고(참여자 4-10, 남, 32세).

(2)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남성 직장인들 중 다수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결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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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맞벌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결혼비용이나 특히 집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활비
와 대출 상환을 하려면 혼자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저는 와이프 될 사람하고 이야기 하는 게 맞벌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 혼자서 도저히 제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고, 맞벌이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자(참여자 4-10, 남, 32세).
요새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잖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경제적
인 부분에서는 이득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서로 아침에 헤어지면 저녁에나
만날 수 있는 거(참여자 4-8, 남, 33세).
저도 애가 없어도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부모님이 엄청
큰 금액을 보태주지 않은 이상 집 구할 때 빚을 얻어서 내고 시작하니까 둘
이 맞벌이는 의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참여자 4-6, 남, 30세).

그런데 맞벌이가 필수라고 하면서도, 맞벌이가 남성들의 일과 경력, 성별 분
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나타난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면 남성도 가사 노동을 같이 하고 휴직도 할 수 있다는
남성, 성별 분업의 재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부부관계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약간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
내는 사례도 있다.
요즘에는 집안일을 도와준단 표현을 굉장히 여자 분들이 싫어한다고 하더
라고요. 같이 돈 버는 건데 같이 하는 거지, 네가 도와주는 거냐…, 맞는 말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 제 경험을 보더라도, 제 여자친구가 연봉이 훨
씬 높거든요. 만약에 결혼했을 때 내가 연봉 더 버니까 네가 집안일 더 해,
(그렇게 말하면)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4-10, 남, 32세).
맞벌이를 해서 관계가 수평적이 됐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표현은 씁쓸한
게 그런 권위 그런 게 유형 돈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무
슨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핏줄로 묶여진 집에서 돈으로 계급을 나
누는 것도 아니고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게 없지 않아 있네요(참여자
4-9, 남,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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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평등을 유도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평
등화 됐잖아요. …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약간 가부장적이었다면 요새는 성평
등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균등한 관계가 됐는데, 맞벌이를 안 해도… 작년
에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결혼해서 좋아 물어보면, 오늘도 빨래했다고.
맞벌이 아닌데 빨래하고 있다고…(참여자 4-8, 남, 33세).

다수의 남성 직장인들은 자신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결혼생활과
병행하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놓고 자기 나름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셈이다. 맞
벌이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맞벌이를 한다고 남성으로서 자신의 경력추구
에 궤도수정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남성 직장인들의 입장
은 앞에서 살펴본 여성 직장인들 중 다수가 경력추구와 결혼생활을 양립불가
능한 것으로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 친밀성과 가족형성 전망
가) 여성
(1) 결혼할 생각이 없다･결혼은 ‘포기를 각오’하는 것
연구에 참여한 여성 직장인들 중 다수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결혼
을 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결혼과 출산이 자신의 경력과 양립하기 어려
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일 시작 하
면서 생각이 없어졌어요… 일 시작 하면서 제가 이직을 많이 하기도 했고
우선 커리어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연애도 가볍게 만나거나… 간
단하게 데이트하고 이 정도로 만나거나 하다가, 일이 바빠지면서 연애를 못
하고 일에 집중하고… 주변 상황들 그런 거 보면서 아예 생각이 없어졌어요
(참여자 4-1, 여, 28세).
저도 10년 이상 혼자 살아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사실 누
구랑 같이 같은 공간에 같이 사는 게 불편하거든요. 누가 게스트로 오는 거
는 상관없지만 … 누구랑 사는 거는 불편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부모님 집에
가도 내 공간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서(참여자
4-3, 여, 3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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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혼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는 모종의 직업적 전환, 노동 강
도가 높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좀 더 안정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그런 면에서 결혼은 ‘포기를 각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큰 목표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결
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심하게 많이 아파서 그 때 남자친구가 와서
병수발 들고 하는 거 보고, 나의 부모님도 언젠가 힘드실 테니 나도 새로운
가족을 꾸려야겠구나… 결혼을 하면 애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
면 (원래 하던 일로) 복귀가 쉽지 않은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바로 시작했어요. 추천을 받아서. 그거는 준공무원
처럼 그렇다고 들어서.. 되든 안되는 뭐라도 하나 갖고 있자, 하고 싶은 일
을 포기하고(참여자 4-2, 여, 28세).

(2)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가정생활에 반감: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여성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성장한 원가족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엄마
들이 해왔던 헌신적 역할과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성별 분업에 공통적
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가 집안일까지 도맡아하는
상황은 결혼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들 뿐 아니라,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도 어머니 세대가 수용했던 가정 내
성별 분업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제가 엄마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엄마도 아빠와 똑같이 일을 하시고 그래
서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하는데 아빠가 오면 엄마가 밥을 차려줘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 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안하거든요. 제가 해요… 엄마
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아내가 헌신을 하고 하는 게 학습되어
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절대로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진 거기도 한데 … 내가 이렇게 절대 못하고 내 성격 죽이고 살
수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4-1, 여, 28세).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엄마처럼 헌신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챙겨주고 남편 밥 챙겨주고 그렇게는 하고 싶
지 않고 딱 역할 분담 나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육아를 하고 집안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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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4-5, 여,
31세).

이들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마와의 사이가 좋지 않
거나, 부모님이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엄마 세대의 삶을 인정하지만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한편, 엄
마가 오히려 딸에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라’고 말하면서 비혼주의를 지지하
는 사례도 있다.
엄마가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저를 낳으셔가지고 하고 싶었
던 거를 못하고… 엄마가 요즘 말로 하면 비혼주의자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좋은 세상이 네가 왜 결혼을 하니’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그게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엄마가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참여자 4-4, 여, 28
세).

(3) 친밀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
결혼을 계획하지 않는 여성 참여자들은 자신의 인간관계와 친밀성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한 전망을 이야기 한다. 원가족과 가족 관계가 화목하고 형제 자
매나 사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례,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친구
관계를 맺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SNS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친구와 안정
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저희 집은 가족들 사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사촌 오빠도 결혼할 생각이
없고 동생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는 가족여행 자주 가고…(참여자 4-4, 여, 28세).
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 회사에서 같이 수다를 떠는 동료, 이런 식으로 각
그룹마다 조금씩 친한 사람들이랑 있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고.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빠른 미래에 헤어질 것 같지 않
고… 5년 정도 만났는데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결혼 안하고 죽 만날 거 같
거든요(참여자 4-3, 여, 3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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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 계속 사회생활을 하
고 이것저것 배우러 가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된
다고 생각하고, 공통점이 있는 모임은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
요. 제가 고양이 키우니까 고양이 커뮤니티 가입하면 같은 지역 사람들이
당장 급할 때 부탁하면 다 해줘요. 사람들이 집에 와서 봐주기도 하고 …(참
여자 4-1, 여, 28세).

나) 남성
(1) 결혼은 고단한 것･결혼을 둘러싼 문화 갈등
연구 참여자 중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남성은 결혼하면 고단할 것이고 결혼
안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남성들은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특히 집 마련의 부담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중
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더 편하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앞으로 10년 안에)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고단할 거 같고요. 결혼을 안 하
면 되게 편할 거 같은데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솔직히 결혼 안 하면 지금
벌이로도 충분히 요즘 말하는 플렉스하게 살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면 부
양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쓸 것도 많잖아요. 10년 후에서 연차도 늘어나고
연차 늘어나면 그만큼 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삶의 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직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 향상을 해서 삶의 질이 그런 식으로 하면 혼자 살며
플렉스하게 살 것 같은데 결혼하게 되면 되게 고단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참여자 4-8, 남, 30세).
저는 결혼을 일단 경제적으로 거주지 문제가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제가 31살인데 앞으로 35살 이전에는 별로 할 생각
이 없고, 저는 아기를 안 가질 거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굳이…(참여자 4-6, 남, 30세).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남성은 제사 문제로 ‘큰 트러블’을 겪었다. 평소 큰
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이 남성은 친척들로부터 ‘결혼하면 며느리
가 제사에 다 와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여자친구와의 이견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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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를 하면서 있었던 게,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큰 트러블이 있더라
고요. 큰 집에서 큰 아버지가… 결혼하면 며느리가 다 와야 된다 그런 생각
을 갖고 계시는데, 여자친구는 나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제사를 위해 준비해
야 되냐. 약간 그런 걸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여자친구 쪽에서는 안 하겠다 강하게 나오
더라고요. … 그래도 저희 쪽으로 잘 해결된 게 결혼하고 나서는 따로 제사
지내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됐어요(참여자 4-7, 남, 30세).

(2) 결혼과 자녀는 별개의 문제･자녀 돌봄은 경제적 능력이 우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들 중에는 결혼을 해도 자녀는 갖지 않겠다는 의견
이 많았다. 부부중심의 생활, 두 사람이 누리는 삶의 질에 관심이 많으며, 그것
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지금 제 시간과 돈을 제가 쓰기도 힘든데 애한테까지 나누기는 빠듯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년 정도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일
정이 끝날 때 여자친구가 와서 2주 정도 여행을 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여행을 하고 보니까 차라리 일 년에 한 번 씩이라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위해서 살지, 애 낳아서 우리 삶 없이 살면 그것도 불행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그때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참여자 4-7, 남, 30세).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자녀 양육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결국
경제적인 능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남성 직장인들은 결혼이나 자
녀 출산이 어려워지는 이유로 비싼 집값, 부동산 문제라고 지목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본 댓글을 인용해서 “새들도 집이 없으면 알을 낳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녀 양육은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주변에 보면 맞벌이를 하기는 아기를 케어할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6시까지만 봐주고, 보통 6시 이후에 퇴근하
게 되면 …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연세도 많
으신데…. 고민이 해결되려면 제가 다 케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월
급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참여자 4-6, 남,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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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에 대한 의견들
결혼에 구체적 계획이 없는 남성 직장인들은 동거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
이지 않은 편이다. 일인가구로 거주하면서 서로 왕래하는 연애 문화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동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의 고정관념을 많이 의식한다. 자기 개인의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아
가는 개인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도 뚜렷해 보인다.
동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거는 남자 분들
은 괜찮은데 여자 분들은 오픈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일
인 가구가 많이 늘고 거의 동거가 둘이 같이 사는 게 동거가 아니라 남자
집에 칫솔 두 개 있거나 여자 화장품 조금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동거라
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이들 받아
들이는 거 같아요(참여자 4-10, 남, 32세).
요새 일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 직장인들이 남는 시간에 모임이 있거나 그
런 (친구나)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새로 인간관계도 만들어
지고. 동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인식에 동거를 좋게 바라보지 않으니까(참여자 4-8, 남, 33세).
저 개인적인 시간이 지금은 더 중요해서… (동거를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
방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제 개인 오롯이 혼자 쓰는 시간이
중요해서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참
여자 4-6, 남, 30세).

3) 청년･저출산 정책 인식
가) 여성
(1) 우리 회사는 ‘워라밸’이 좋지만, 그러나…
여성 직장인들은 일과 생활을 양립하는 ‘워라밸’ 지원이 필요하고 더 확대되
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의 현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경험
으로 볼 때 현재 시행되는 일-가정 양립정책 만으로는 실제로 여성들이 직장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에게 좋
은 일이지만, 회사나 동료의 입장에서는 민폐가 되는 상황이다. 여성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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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도상의 정책과 직장의 현실 사이에 격차(갭)가 매우 크고, 그 격차는 오롯
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구자: 육아휴직이나 워라밸 정책이 확대되면 결혼과 출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택도 없어요. 그런 정책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맞춰
야 되고.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 친구는 대기업 다니는 데도 어느 팀
이냐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어느 팀은 복지를 많이 받고, 어느 팀은 복지를
다 받지도 못하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 (퇴근하고) 불 꺼져도 일
해야 하고, 핸드폰으로도 일해야 하고… 이면이 있더라구요(참여자 4-2, 여,
28세).

여성 참여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여성이거나, 여성 직원이 많
고 기혼여성도 많으며, 워라밸을 잘 보장해 주는 회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
다는 점을 수많은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 법적으로는 임신하면 야근을 못하게
되어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저희 회사도 워라밸은 좋아요. 애기가 있으면 출퇴근 시간 조정해주고. 그
런데 팀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주말에 애기 봤다,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농담으로 육아휴직 쓰세요, 그래요. 그러면 안 쓸 거라고 하거든요. 육아휴
직 가면 월급이 150만원인데,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 자기 일을 땜방할
사람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가요… 최근에 제가 아는 다른 회사에 여
직원만 네 명인 팀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여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일이 아닌데, 딱 그 팀장이 드는 생각은, 망했
다 어떡하지… 제가 전에 회사는 CG 회사였는데, 거기 팀장님이 여자분이
셨는데 야근을 10시 11시까지 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출산이 임박했는
데, 원래 야근하면 벌금 무는 건데 그거를 회사에서 못 막아요. 왜냐하면 일
할 사람이 없거든요…(참여자 4-1, 여, 28세).

여성들의 시각에서는 육아휴직 수당이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 사용이다. 아이들은 자주 아프고, 어린이집에도 방학이 있고, 엄마들은
때맞춰 ‘휴가를 대방출’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우리 회사는 반이 기혼여성이에요. 저희 회사가 워라
밸이 좋거든요. 칼출근 칼퇴근 하는 회사인데, 사실 애 키우는 것이 돈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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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
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들은 휴가를 1년 동안 아껴뒀던 거를 그 어린
이집 방학시기에 맞춰서 대방출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보다 자주 아
파요(참여자 4-3, 여, 32세).

(2) 제도와 정책보다 인식 변화와 ‘사상 교육’이 먼저 되어야
일-가정 양립정책,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을 법과 제도 면에서는 정책
이 많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성 직장인들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의 의사결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
들은 제 구실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상 교육’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직장인 남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인식들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가 봤을 때도 인식과 사상 교육이 먼저 되어야지, 제도만 백날 만들어 놔
도 안 하면 벌금 내라고 해도 인식 자체가… 남자가 뭐 (육아휴직이나 자녀
돌봄) 한다고 니가 왜, 너 부인은 뭐 하는데, 니네 엄마가 안 봐 주시냐…
‘남자는 이래야지’ 하면서 부인한테, 부모님한테 대신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제도만 백날 만들어서는…(참
여자 4-3, 여, 32세).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짧게나마 쓰기도 하고, 부부 간에 동등하게 육아를 맡
아서 분담하는 사례를 드물지만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 육아 스트
레스와 시간 압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남성들이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부부 모두가 업무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는 삶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솔직히 저희 회사에서도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남성 육아 휴직을 쓰시
는 것 같기는 한데 길게는 못 쓰시는 것 같고, 짧게라도 혜택 받게끔 해 주
시는 것 같고… 여자 과장이 10시부터 4시 그렇게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해 주신다면,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인식, 남자들의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대표들도 (고정관념이) 깨졌으면 좋겠는데, 회사 자체를 책임지
는 거는 대표니까…(참여자 4-5, 여, 3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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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분이 일을 하면 남자 분이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집안일
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때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이 맞벌이신데 두
분 다 팀장 역할로 업무를 하시고 다른 회사이기는 한데 진짜로 집안일을
동등하게 하세요. 진짜 저희 팀장님이 휴가도 많이 쓰는데, 애기 유치원 데
려다줘야 되어서 애기 유치원 행사 있어서 애기 방학 때 다 쓰는데… 여건
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명 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분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내 분이 일이 많아 가지고
집안일을 많이 하세요. 육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취미 생활 할 시
간이 전혀 없으니까…(참여자 4-1, 여, 28세).

(3)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의문: 청년들 개개인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을 덜어주기는 어렵고, 젊은 남성들도 ‘등골 빠지는 부담’은 싫
기 때문에 딩크(DINK)족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한다.
동갑내기 남자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일곱 명 중에 네 명이 애를 안 낳는
딩크족이고 싶다고 얘기해요… 제가 물어 봤어요. ‘너가 낳는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싫어?’ … 와이프도 돈 벌어서 살고 (맞벌이)하면 너무 좋을 것 같
은데, (만약) 와이프 집에서 쉬는데 내가 버는 돈으로… 지금 결혼하면 대출
받아서 갈 텐데, 이거 갚아야지 집에 입이 두 개지. 자기는 그게 너무 부담
된대요… 벌써부터 자기는 싫다, 자기가 혼자 등골 빠진다, 절대 못 키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참여자 4-4, 여, 28세).

현재 결혼을 결정하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는 여성 직장인도, 결혼은 자신
의 삶을 반도 못 누릴 것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표현한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어머님들은 거의 다 전업 주부였고 아버님들
이 일 하시고 그걸로도 생활이 되었고 집을 사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셨는
데, 저희 때 되어서 남편 혼자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집을 산다
는 거는 가당치도 않고, ‘애를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부터 시작해서
그게 정책만으로 될까… 저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힘든 길이고 제가 지금 누리는 삶의 반의반도 안
누릴 거를 각오하고 내린 선택인데… 남자친구가 호주 시민권자이니까 노
후에는 (한국을) 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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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참여자 4-2, 여, 28세).

결국 출산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청년 개개인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취직도 안 되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라’
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높고 실제 지원해보거나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있다. 이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계를 지적하거나 건의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은 눈치를
봐야 한다. 가령 내일채움공제는 이런 저런 기준도 복잡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비해 지원자들이 직접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가 훨씬 선호도가 높았는데, 다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
적도 있다. 또한 청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어 실제로 지원
이 필요한 사람도 배제된다는 의견이 많다. 전체적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
나 신뢰도는 높지 않다.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저출산 지원 해준다? 지금 나는 취업이 급한데 … 인
구가 줄어야 취업 자리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애 낳아라 애
낳아라 하면 반발심만 들고, 아무리 정부에서 애 낳으라고 해도 ‘나는 안 낳
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 ‘내가 애를 낳아 봤자 노령화 되어서 힘들게
폐지 줍고 살 건데 애를 왜 낳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20대한테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청년 정책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4-1, 여, 28세).
청년 정책, 국민 임대 주택 이런 거 지원을 했었는데 다 안 되는 거에요. 1
순위부터 떨어지고 내일채움공제도 안 되어서, 저도 제도적인 거에 한계를
느끼고. 옛날에 서울시 청년 수당 받았거든요. 그런 혜택도 누리고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고(참
여자 4-5, 여, 31세).
내일채움공제 이런 것도 연봉 3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연봉 3천만원을
나누기 12해서 세금 떼고 하면, 젊은이들이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할게 굉장
히 많아서 금방 20, 3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개
념이 너무 없이 기준을 낮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신혼전세 대출도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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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이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는 못할 거 같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는… 예전에는 3천이면 진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택도
없다, 이렇게 취업을 해보니까 체감적으로 느꼈고요(참여자 4-3, 여, 32세).
실제로 자기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층이 (기준이) 높은
거예요. 내일채움공제도 중소기업 청년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
는 해 주고 어떤 회사는 안 해 주고. 또 나는 정규직 기간이 얼마나 되어서
안 해 주고, 최저 임금이 미달해서 안 해주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만 가
능한 내일채움공제 받아서 얼마 받으세요, 그러면 다 기대하고 갔다가 안
되는데 그러면 회사도 못 그만 두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
대를 안 해요(참여자 4-1, 여 28세).
저는… 많이 찾아보거든요. 신혼 부부 대출이나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라도 더 있을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기대는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좀 슬퍼요(참여자 4-2, 여 28세).

나) 남성
(1) 워라밸? 시간보다는 돈을 선택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하게 조절한다면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산 문제
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남성 직장인들도 여성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한 정
책이지만, 인사고과나 사내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활용하기 어렵다고 본
다. ‘우리 회사도 워라밸이 좋은 회사’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간 단축보다는
더 많은 수당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남성 직장인들은 여성들에 비해
시간과 휴가의 중요성보다는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더 많은 수당이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는 차이가 엿보인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조기 퇴근, 이런 것도 자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으면
섣불리 쓸 수 없잖아요.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맞죠.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
서 쓴다고 해서 눈치보고 해서 못 쓰니까…(참여자 4-8, 남, 33세).
제 입장에서는 (유연근무나 시간 단축이) 육아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
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한 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게 5시에 퇴근하는 거
랑 6시에 퇴근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지하철에 앉아 가면서 가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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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는 거는 엄청 크거든요… (하지만)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간을 당
겨준다기 보다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교 가는 데까지 드는 비용에 어느
정도 국가가 서포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4-9, 남, 30세).
저희 회사가 워라밸이 굉장히 좋거든요. … 제가 아무래도 인사총무팀이다
보니까 연봉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두는데. 가장 큰 사례
가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프레쉬 휴가를 주고 연봉을
낮춰서 협상하는 거랑, (그런 것 없이 연봉을) 높여서 하는 거랑 선택지를
두 가지 주면, 유부남들은 100% 연봉을 선택해요. 미혼자들 20대들은 뒤의
것(휴가나 시간단축)도 시도해 보는데… (연구자: 아이가 있는 여자 직원들
은요?) 마찬가지에요. 돈을 선택해요. 100%였어요(참여자 4-10, 남, 32세).

(2) 저출산? 인구가 많은 게 문제 아닌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2030 남성 직장인들의 의견은 전문가나 정부의 입
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출산은 개인이 결정할 일이고,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시각에서 앞으로 더 많은 차세대 노동
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정작 청년들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많
은 부동산과 자산, 사회적 기득권이 집중되어 있는 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도 사실 저출산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저출산보다는 개인의 행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의식주 문제가 해
결되면 출산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저출산에만 포커스를 맞
춰서 출산을 장려한다든가 이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참여자 4-10, 남, 32세).
저출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되는 현상이고, 워낙 돈을 버는 거 이
상으로 양육비가 많이 드니까 애들 안 낳는 건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만
그걸 문제시하는 것 같아서. 저도 출산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걸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 때문에 개선되지 않을 부분을
자꾸 바꿔야 된다고 사람한테 강요하는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거든요(참여자 4-9, 남, 30세).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면
서 아직까지도 고위층에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당장 우리가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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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90년대생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직업 찾기 난리잖아요. 그게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슬슬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인구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출산이라서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들어보면 우리 세
대 이후에는 다시 일자리가 넘쳐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을 거에요(참여자 4-8, 남, 33세).
제가 봤을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자산이 그 사람들(베이비부머 세대)한테 있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는 자산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분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
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한 권리하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이 가지고 계신 부를 좀 골고루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참여자 4-6, 남, 30세).

(3) 역시 집이 문제: 주거지원의 필요성
실제로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교육비와 집값 부담, 경제적 부담이 절대적이라
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에 입주한다 해도 신혼
부부는 6년, 아이가 태어나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결국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다시 집을 마련해서 떠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 지
원에서도 국가는 출산과 아동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남성 직장인들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의 기간, 즉 생애주기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
제 친구 작년에 결혼한 친구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기 낳을
때 혜택이 있대요. 집 살 때도. 아직 그것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다
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신혼부부 혜택 같은 거 최대한 늦게까지 뽑아내려
고…(참여자 4-8, 남, 33세).
실제로 행복 주택이 되어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결혼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결혼할 때는 좋은데 6년, 10년
있으면 (나가야 하고) 다시 결국에는 집을 사야 하니까… 장기 전세가 20년
짜리가 있는 건 알거든요. 근데 기준이 엄청 높더라고요. 도시 근로자 소득
평균 70%, 엄청 소득이 낮아야 (지원 가능하죠)… 외벌이를 하고도 낮아야
만 1순위가 될 거예요. …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장기 전세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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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짜리가 있으면, 그 정도면 (출산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집
이 있다고 하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 보금자리에 있는
거잖아요(참여자 4-7, 남, 30세).

주거 지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로또’
가 될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영유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보다 보편적인 교육
지원, 집값 인상을 막는 정책, 자산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
적 격차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집이 중요하기는 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될 수 있느냐 관점
에서 봤을 때 집은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신혼주택 좋긴 한데 나오는
거 보면 몇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는 몇 십 만 쌍인데, 가령 5백 명
만 뽑아서. 그 로또에 기대서 출산력을 올리거나 이런 건 파급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4-9, 남, 30세).
우리나라 교육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군이 강남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집값 높아지고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 결혼 안 하고 결국 저출산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돌고
돌아서(참여자 4-8, 남, 33세).

3. 소결
FGI를 통한 질적 연구는 2030 연령층의 목소리를 통해 생애전망과 친밀성,
가족형성과 자녀양육에 대한 서사(narrative)들을 읽어내려는 접근이다. 대규
모 양적연구와 같은 대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
는 언어와 표현, 문화적 표상들을 수집함으로써 이들의 생애전망에서 드러나는
전형적 특징 및 주목할 만한 유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4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애 경험과 전망을 표현하는 이야
기들에서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영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인화는 탈현대사회(혹은 2차 근대)의 핵심을 포착하는
이론적 개념인 동시에, 20세기 후반 이후 가속화된 가족 다양성의 확대를 설
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Beck & Beck-Gernshei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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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Leitão, & Ramos, 2010: 162). 이 장에서 분석하는 청년들의 생애 이
야기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시켜 본다면, 개인화는 21세기 사회의 장
기화되고 연장된 성년 이행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
다. 한편으로 개별화된 선택가능성과 삶의 다양한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원이 부족한 삶을 스스로 해결하며 조직해 나가
야 하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김영･황정미, 2013; Roberts, 2010:
139; Woodman, 2010: 742).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삶에서도 취업과 경력, 친밀성과 가족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나 자신’이었고, 생애전망은 기본적으로 개인화의 틀 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생애단계(학생/취업준비/취업)에 따라
‘나 중심’의 삶을 전망하는 내용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
로운 결과였다.
여성 : 개인화된 삶을 위해 대안적 친밀성을 협상하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취업준비생들은 향후 자신의 10년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취업’을 꼽았으며, 여성 직장인들은 ‘경제적 독립과 자산형성’에 큰 관심
을 보였다. 과거 여성들의 생애전망에서 취업과 경력은 결혼이나 가족생활에
맞추어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연구에 참여
한 청년 여성들은 일과 경력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삶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
다. 여성 참여자들은 이른바 노동시장 일대기, 개인화된 경력을 당연시하면서
기존의 가족규범이 자신의 삶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민감한 인식을 나타
냈다. 결혼보다는 일이 우선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태도, 더 나아가 다수의 여성들이 비혼주의를 자처했다.
물론 생애 단계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서사에는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20대 여성 대학생들은 취업에 관심이 많지만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여행, 어학, 등)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면 다소간의 희생(수입의 포기, 직장 안정성 감소 등)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보였다. 경제적 자립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여성 직장
인들에게서 가장 뚜렷했다. 이들은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일-가족 양립
도 여성에게는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혼이나 가족형성

Ⅲ. 청년층의 생애전망 이야기: 비혼 2030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 147

보다는 자신의 경력 추구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들 중 일부
는 과도한 노동으로 힘든 일을 겪었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
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결혼
에서도 가부장적이고 부계가족적인 규범을 내면화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인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대안적인 가족문화를 원하고 있다.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결혼이나 자녀 양육은 취업･경력 추구와 갈등을
빚는 희생 내지 비용 요인으로 표현된다.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가족 규범에 순응하기 보다는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낫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개인화된 생애전망에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가족 관습, 기혼
여성을 우대하지 않는 직장문화 등 젠더 불평등이 현실적 문제로 등장한다. 독립,
비혼, ‘하고 싶은 일 하기’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개인화된 전망은 한국 사회에
구조화된 불평등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혹은 내 삶의 위협 요인들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인 것이다.
남성 : 경제중심적 개인화 전략, 친밀성은 성공 이후에?
이와 달리, 남성들의 이야기에서 개인화는 경제적 문제, 경쟁적 취업시장에
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치우쳐 있다. 한국 사회의 남성성 규범을 대부
분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 참여자들은 취업을 인생의 필수 과업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 이야기에서는 자신만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문화적 서사보
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수익 확대와 삶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열망이 두드러진
다. 대학생활도 각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개인 활동으로 채워지며, 친밀한 우
정보다는 ‘사회나 다름없는’ 계산적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엄혹한 취업
경쟁에 지친 취준생은 ‘고정 수입’에의 희망을, 이미 정규직에 취업한 남성은
더 ‘가성비 높은’ 자리로의 이직을 이야기하는 차이는 있지만, 남성들의 서사
에서 개인화는 곧 경제적 수입의 확보이며, 친밀성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뒤
따라오는 부수적 요인처럼 인식되고 있다.
남성 대학생이나 대졸 취준생들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 참여자들과는 달리
안정된 취업 이후에는 결혼, 자녀 양육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존의 결혼과 연애 문화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으며,
‘연애를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현재의 상태가 자신이 취업에 성공하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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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되면 극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경쟁을 뚫고 안정적 생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남성의 경제중심적 개인화 서
사에서 다소 빗겨나간 이야기는 고졸 취준생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취업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거나, 취업 성공은
이미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최소한의 삶을 지속하는 대안으로 자신의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남성 취업자 중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 결혼할 여성의 직장 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친밀
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취업-결혼-자
녀양육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결혼문화를 막연하게 수용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눈앞에 둔 30대 남성들은 더 이상 기존의 가족규범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현
실에서 맞벌이는 필수, 결혼해도 자녀 양육은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 경제적 결핍, 문화적 변동, 젠더 불평등
성년 이행이 지연되고 취업준비가 장기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건 위에
서 청년들은 스스로 개인화된 생애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청년기의 경제적 어려움, 주거의 불안정, 취업 전망의 불투명성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다
수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 낳는 것에만 집중된 정책보다 청년 개개인의 삶의 기
반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
리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저출산 문제나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일반 청년들의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청년
문제가 사회정책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들의 정책 신뢰도
에 대한 태도에도 향후 보다 면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랫동안 부계중심의 가족규범과 그와 연동된 연애-결혼문화가 지배적이었
던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 그리고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가 고착화된 현실 등
은 성별에 따른 생애 전망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들이다. 여성들의 시
선으로 볼 때, 이성애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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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어머니들의 선택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여성 청년들의 시선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단지 청년 실업으로 인한 성
년 이행의 지체,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부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미 개인화된 생애 전망 속에서 살아가는 2030 여성들은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친밀성을 희망
하지만, 기존의 연애와 결혼 문화에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생애 경로를 전제로 필요한 지원(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저출산 정책은 남성의 전형적인 생애전망을 이
미 함축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권유하는 식의 정책은 여성들에게는 설득력
을 갖기 어렵다. 많은 여성 참여자들은 경력 추구의 과정에서 불평등한 노동시
장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안일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하려면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불평등을 원
하지 않기 때문에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고 있다. 개인화된 생애 전망에서 나타
나는 성별 차이, 젠더 불평등이 여성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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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으로 청년층을 만 20세-39세
연령대로 정의하였다. 2019년 현재 만 20세-39세 연령층은 대체로 1980년
출생자~1999년 출생자에 해당된다. 이들 청년층은 성별,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최근 연령대로 올수록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지만,
35-39세 인구에 비해 30-34세 인구는 훨씬 적고, 이에 비해 25-29세 인구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 유사하지만, 20대 인구
는 전체적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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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2019).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B0
4005 N&conn_path=I2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4.)

[그림 Ⅳ-1] 2030 청년세대 인구분포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된 출산율 감소의 경향에 따라
출생아수는 최근 연령대로 올수록 숫자가 감소하지만, 만 25-29세가 태어난
1990-1994년은 다소 예외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시기이다. 이 시기 직전
인 1989년부터 인구증가 억제와 관련된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삭감하여 사실
상 정책폐지가 시작되었고(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113-117), 출
생아수의 일시적인 증가는 이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
시 반등한 출생아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만
20-24세 인구수는 만 25-29세 인구수보다 적다. 이와 같은 출생아수의 감소
는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다. 김두섭(2005)은 1980년대 초반까지의
출생아수 감소는 근대화와 가족계획사업 등에 의한 ‘제1차 출산력변천’ 시기
로, 1980년대 중반부터의 출생아수 저하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인한 ‘제2
차 출산력변천’ 시기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른다면 현재 25-29
세 인구수의 증가는 두 가지 출산력 변천 사이의 경계에 존재하는 일시적 상황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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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80년은 출생아수의 남녀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출생성비를 통해 역산함, ‘인구증가
억제 중단’은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2016:113-117)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표기
자료: 통계청(1980-2018, 각 년도).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
path=I3에서 발췌 및 재구성(검색일 2019.6.26.)

[그림 Ⅳ-2] 1980년대 이후 출생아수 통계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이와 같은 인구증가가 강한 남아선호와 함께 이어
진다는 점이다. 출생성비를 보면 이 시기 여아 대비 남아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년층 중 20대, 특히
만 25-29세는 인구 숫자도 가장 많으면서 특히 남성의 숫자가 많은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집단의 경향을 반영하여 최종 가중치에 반영하되,
표본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여 각각의 변량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설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나. 설문구성
본 조사는 청년기에 대한 청년층의 일반적인 생각, 일과 구직에 대한 태도와
경험, 친밀성･파트너십에 대한 생각, 자녀와 관련된 생각, 미래계층 전망과 성
평등 인식, 복지태도와 저출산 정책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설문지의 기본 토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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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for Europe, UNECE)에서 구축한 ‘세대와 젠더 조사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이하 GGS)’에 기반하고 있다. ‘세대와 젠
더 조사(GGS)’는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
이하 GGP)’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로, 개인들의 가족과 생애궤적과 관
련한 자료를 생산하여 정책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운영되었으며,
2004년 첫 조사주기 이후 현재 세 번째 조사주기를 준비하고 있다(GGP 홈페이
지, 검색일 2019.9.27.).
‘세대와 젠더 조사(GGS)’는 자녀갖기, 파트너십, 부모로부터의 독립, 퇴직
등의 주요한 생애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러한 중요
한 생애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아젠(Aj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인식된 행동 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과 관련된 문항
을 포함하고 있다(Ajzen, 1988: 1991; Vikat et al., 2007: 420에서 재인용).
‘태도’는 그 행동이 자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
한 인식,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하는지에 대한 인식, ‘인식된 행동 조절’은 그 행동을 하는 데의 장애요인과 기
회요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Vikat et al., 2007: 400, 419-422). 본 연구
는 청년세대의 생애전망과 관련하여 일, 파트너십, 자녀갖기라는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파트너십과 자녀갖기는 이와 관련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조절’의 변수를 다층적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청년기를 연령, 세대, 코호트 개
념으로 정의하는 데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다음으로 우리 사회 청
년들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 기반하여 청년들에게 행복, 경쟁, ‘3포’, 격차, 좋
은 삶 등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집중되는 생애과업
(‘인생의 혼잡시간대(the rush hour of life)’, Tremmel, 2009; 김영미,
2016b: 47에서 재인용)을 고려하여 과업별 중요성을 점수로 부여하는 질문을
개발하였다.
둘째, 일과 관련된 질문이다. 일의 우선순위와 의미, 주업 및 부업,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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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험, 구직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의 우선순위는 ‘세대와
젠더 조사(GGS)’와 동일하게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일의 만족도도 동
일한 범주를 따랐다. 일의 의미와 관련된 항목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 결
과와 청년층 노동정체성에 대한 연구(신경아, 2017)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
다.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종사상지위, 고용형태3), 직업, 직장유형, 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 등 일반적 일의 특성을 질문하였으며, 일에 대한 평가와 직무스
트레스 항목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김지경･정연순･이계백(2015)의 직무몰입
도 문항 중 일부, 박건･국미애･장희연(2016)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질
문을 수정하여 포함하였다.4) 한편 본업 외의 부업과 지난 일자리 경험은 청년
들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세 개
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질문하였다.5)
구직활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구직자를 분류하여 질문하지만,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 청년층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구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3)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 노동계가
사용하던 방식이 상이하여(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9.7.16.), 본 연구에서는 명
확하게 정규직으로 분류된 ‘상용직’을 정규직의 예시로, 명확하게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기간제, 파견･용역, 시간제, 재택･가내근로 등을 비정규직의 예시로 제시
하였다. 한편 최근 청년층에서 증가한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응답하게 하여 통계
처리에서 비정규직 분석에 포함하였다.
4) 이 항목은 청년층의 ‘프레카리아트’ 경향과 관련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것
이다. Standing(2011, 2014: 22-34)은 ‘프레카리아트’의 특징을 노동 보장 결
여, 소득 불확실성, 일에 대한 정체성 결여 등으로 설명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높은 교육을 받고도 기대 이하의 수준이나 임금의 일자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
과 연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들은 기대에 비해 낮은 숙련도, 낮은
임금, 직장에 대한 낮은 소속감, 계약의 불확실성과 폭력에 노출된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일자리 경로를 조사하는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업을 마친 이후의 ‘첫 일자
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층 부가조사｣에서는 졸업 또는 중퇴 이후의 첫 일자리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
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이주현･박은규･김미경･조지연,
2018)에서는 대학졸업 후 가진 첫 일자리를 조사한다. 한편 최근의 서울시 청년
여성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를 주당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
정하기도 하였다(박건 외, 2016).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들의 일자리 경로를 분
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열악한 일자리를 들어가고 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을 개발하여 ‘첫 일자리’보다는 가장 최근 경험한 세
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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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를 식별하는
구직활동 여부 항목과 경제활동인구를 식별하는 일을 원하는지의 항목 외에,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시나 자격증, 진학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별도 보기
로 물었다.6) 한편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비 충당과 관련된 문항은 동그라미
재단의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신광영･김영미･양재진･이성균, 2016)를
참고하였다. 구직시점에 대한 본인과 중요한 타인의 생각은 ‘세대와 젠더 조사
(GGS)’의 틀에 따라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파트너십･친밀성 구상과 자녀관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 두 영역은 주로
‘세대와 젠더 조사(GGS)’의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인식된 행동 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문항들과 유사한 형태의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십･친밀성 구상과 관련해서는 ‘세대와
젠더 조사(GGS)’는 주로 ‘동거’라는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있으
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동거’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된
질문으로 수정하고, 대신 별도로 ‘동거의사’를 질문하도록 하였다.
결혼 또는 자녀갖기 의향과 관련하여 ‘세대와 젠더 조사(GGS)’는 실제 행동
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단기간(3년 이내) 내에 시도할 의향을 중요하게 다
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 미래전망을 다루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성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결혼이나 자녀 의향을 먼저 묻고 그 이후의 의향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결혼과 자녀갖기의 ‘인식된 행동조절’, 즉 전제조건과 관련된 문항은 ‘세대
와 젠더 조사(GGS)’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세대와 젠더 조사
(GGS)’ 내에서도 ‘자녀’에 대한 항목이 풍성하여 ‘결혼’에도 없는 항목은 추가
6)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는 한국형 NEET를 가장 넓게 포괄한 연구 중 하나
로, ‘구직 NEET’인 ‘가족노동형(A)’과 ‘청년실업자(B)’, ‘비구직 NEET’인 ‘함정
형(고시족, 공시족)(C)’과 ‘현실회피형(D)’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활동인
구조사 상의 분류와 비교해 볼 때 ‘가족노동형(A)’은 취업자로 분류되며, ‘청년실
업자(B)’는 기존 실업자 개념과 일치하고, ‘현실회피형(D)’은 기존 구직단념자 개
념과 일치한다(금재호 외, 2007: 23-25). 즉 기존의 구직중인지, 일을 원하는지
를 기준으로 대체로 경제활동상황과 NEET 분류가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 구직
활동은 하지 않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함정형(고시족, 공시족)’이 상당한 수
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별도의 분류항목으로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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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외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문항들을 FGI와 시범조사를 걸쳐서 새로
개발하였다. 관련된 문항은 파트너(배우자)의 명절･제사 등 집안행사 부담, 가
사참여, 양육참여와 관련된 문항, 관련 정책에 대한 문항(혼자서도 아이를 키
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나와 배우자의 근로시간, 배우자의 휴가휴직, 입시 및
교육제도,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이다.
결혼과 자녀갖기에 대한 ‘태도’, 즉 결혼과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된 문항도 ‘세대와 젠더 조사(GGS)’에 충실하게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자녀’
에 대한 항목이 풍성하여 ‘결혼’에도 없는 항목은 추가하였으며, FGI의 결과를
토대로 ‘나의 건강’,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을 새로 추가하였다.
결혼 또는 자녀에 대한 ‘주관적 규범’ 즉 규범적 압력 인식은 ‘세대와 젠더
조사(GGS)’에 따라 부모, 친척, 친구들이 어떤 규범적 압력을 주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및 자녀갖기와 노동경력 간의 교차적 생애전망
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혼이나 자녀가질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후 어떤 형
태로 일하기를 원하는지,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질문하는
문항을 새로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로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이나 자녀를 갖기 1년 전과 1년 후의 근로형태를 질문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외에 친밀성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현재 가장 친밀한 대상’과 ‘10년 뒤
가장 친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을 질문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였다.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문항은 ‘세대와 젠더 조사(GGS)’의 선행조사인 ‘인구
정책수용성조사(Population Policy Acceptance Study, PPAS)’에서 아동친화
적 사회분위기에 대한 인식 문항을 다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넷째, 여러 측면에서의 청년층의 가치관 문항과 응답자 특성과 관련된 문항
을 포함하였다. 계층 변수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재단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를 참고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0년 뒤의 삶 및 미래 계층 전망
과 관련된 문항, 과거･현재･미래 계층평가와 관련된 문항을 질문하였다. 성차
별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여성혐오 심각도를 평가
하는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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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였다. 한편 성역할가치관과 관련된 일련의 문항들을 조사하였는데,
‘세대와 젠더 조사(GGS)’에 있는 문항과 함께 Walter(2018)에서 제시한 다양
한 차원의 문항들을 포함하였고, 특히 평등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측정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Walter(2018)의 지적에 따라 평등주의적 가치관
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다수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세대와 젠더 조사(GGS)’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탈물질주의 측정 문항, 일자리 우선순위 대상 평가에 대한 문
항을 포함하였다. 복지태도에 대한 문항은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정부역할에 대한 항목 중 복지태도와 관련된 문
항 6개 항목7)과 ‘세대와 젠더 조사(GGS)’의 5개 항목8)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시
하였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정 후 기본계획의 문제제기 방식과 전환에
대해 동의도를 묻는 문항과 김은지 외(2018)에서 제시한 성평등 관점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그 외에 건강상태 및 우울 척도는 ‘세대와 젠더 조사(GGS)’와 비교가능한
형태로 포함하였고, 부모님의 계층지위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재단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소득,
본인의 소득을 각각 묻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별도로 질문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설문지 출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7) ISSP는 정부책임에 대해 11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중 여
섯 가지를 복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사용한다(예컨대 김은지･안상훈, 2010). ISSP
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6년이며, 같은해 한국 자료는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도 조사되었다(ISSP Research Group, 2018, 검색
일 2019.10.20.).
8) ‘세대와 젠더 조사(GGS)’의 경우 돌봄에 대한 세 항목과 빈곤한 노인, 유자녀가
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두 항목이며, 객관식 보기는 ‘사회책임’과 ‘가족책임’의 혼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책임’은 ‘개인책임’과 다른 차원일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사회책임’(본 조사에서는
‘정부책임’)의 강도로만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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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청년층 실태조사 조사문항 구성
구분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1. 청년기의
의미

청년기 의미에
대한 물음
일에 대한
전반적 물음
본업에 대한 물음

2. 일

세부 조사 내용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자녀 수, 자녀 연령
청년기 정의, 우리 사회에서의 청년, 청년기 과업 중요도
일에서 우선순위, 일의 의미
취업여부, 주업 유형, 사회보험 가입여부, 주업에 대한 만족
도, 주업에 대한 평가 및 직무 스트레스

부업에 대한 물음 부업 여부, 부업 개수, 부업 근로시간
과거 일 경험

18세 이후 일한 경험, 과거 일자리 경험 개수, 과거 일자리
세부사항

구직활동

현재 구직활동 상태, 구직활동 기간, 구직활동 중 생활비 충당
방법, 구직 시점에 대한 본인과 중요한 타인의 생각

친밀감 대상

결혼 관련
3. 친밀성 구상
(파트너십)
동거 관련

현재 가장 친밀한 대상, 10년 뒤 가장 친밀할 대상
3년 내 결혼 의향, 향후 결혼 의향,
결혼 후 희망 근무형태, 결혼 후 실제 근무형태 가능성,
결혼 전제조건 평가, 결혼 연도,
결혼 1년 전후 일자리 형태,
결혼이 삶에 미치는 영향,
본인의 결혼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생각
결혼 비희망자 동거 의향
동거 시작 시점, 동거 전후 근무형태

파트너와의 이별
(별거, 이혼, 사별 이별 시점, 이별 1년 전후 근무형태
등) 관련

4. 자녀관

5. 가치관

자녀 관련

적절한 자녀 수, 3년 내 자녀 계획, 향후 자녀 계획,
자녀 출산 이후 희망 근무형태,
자녀 출산 이후 실제 근무형태 가능성,
자녀 출산 1년 전후 근무형태,
자녀 계획의 전제조건 평가,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
본인의 자녀 출산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생각,
아동친화적 생활환경

10년 뒤의 삶 및 10년 뒤의 삶-현재와 부모님 세대의 삶과 비교하기,
미래 계층 전망 과거, 현재, 미래 계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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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성차별 인식
성역할 가치관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7. 정책적 대응

저출산의
문제화 방식에
대한 인식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인식
건강
동거자 여부
파트너/배우자에
대한 질문

8. 응답자 특성

부모님에 대한
질문

세부 조사 내용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심각도 평가,
여성혐오에 대한 심각도 평가, 페미니스트 여부,
다시 태어난다면 동일한 성별로 태어날지 여부
결혼, 자녀, 일상생활, 사회 등에서의 성역할 평가
국가 정책기조 중요도(탈물질주의),
일자리 우선순위 대상 평가,
정부책임영역 인식(복지태도)
생산인구 비율 감소 문제 인식정도
아이를 키우기 어려움 문제 인식정도
저출산 정책 방향전환에 대한 동의도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의 방향에 따른 필요성 평가
전반적 건강상태 평가, 전반적 우울감 평가
현재 동거자 수, 동거자 유형
파트너의 출생연도, 파트너의 최종학력,
파트너의 재직여부, 파트너의 주업 유형,
파트너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부모 교육수준, 과거 부모 직업

거주 유형에 대한
현 거주지 유형, 현 거주지 점유형태, 현 거주지 주택 명의
질문
월평균 소득

가족구성원 월평균 소득

실태조사는 200사례를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를 거친 후, 본 조사는 2주 간
에 걸쳐 온라인조사로 이루어졌다. 시범조사의 결과를 통해 분명하지 않았던
문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응답논리 등을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질문문항이 매우 광범위하고, 본 연구의 후속연구인 2차년도
연구에서 본 조사의 심화분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충실히 소개하는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단독변수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서술을 하지 않았다. 다음 절의 실태조사 분석에서는 주로 성별 차이를 중심으
로 다루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성별과 연령, 또는 성별과 학력이나 취업, 혼인
상태, 자녀유무 등의 세부변수에 따른 해석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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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분석
가.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성, 연령, 지역을 기본변수로 하여, 혼인상태, 학력수준, 경제활동
상태를 반영하여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모집단과의 차이는 가중치로 최종 조정
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설계 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 30대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표본에
서도 여성이 48%, 남성이 52%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대 후반과 20대 후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이 남녀 각각 50%를 다
소 넘었으며, 대학원 이상이 약 10% 수준, 고졸이하가 약 20% 수준이었다. 혼
인상태와 자녀유무별로는 여성의 기혼, 유자녀 비율이 다소 높아, 기혼이 약
45%, 유자녀인 경우가 약 30%였으며, 남성은 33%가 기혼, 약 25%가 유자녀
였다. 취업여부별로는 남성이 취업률이 다소 높아, 여성의 약 60%, 남성의 약
70%가 취업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인구수를 반영하여 경기권, 서울, 경남권 등
의 순서로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가구구성으로는 원가족 부모님과 동거하는
비율이 여성 약 40%, 남성 약 50% 수준이었고, 1인가구인 비율은 여성이 약
10%, 남성이 약 15%, 부부가구인 비율은 반대로 여성이 약 15%, 남성이 약
10% 수준이었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가 남녀 모두 60% 수준, 연립 다세대
주택에 사는 비율이 약 20% 수준이었다. 주택의 명의는 부모인 경우가 여성은
약 40%, 남성은 약 50%였고, 여성은 본인인 경우와 파트너(배우자)인 경우가
각기 약 30%, 남성은 본인인 경우가 약 40%, 배우자인 경우가 약 10% 수준
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본인, 배우자(유배우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각
기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본인 소득은 여성은 약 140만원, 남성은 약 207만원
수준이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의 배우자는 약 320만원, 남성의 배우
자는 약 141만원 수준이었다. 부모 소득은 남녀 모두 310만원 전후였다.

164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표 Ⅳ-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만원)

전체
(n=6,350)

여성
(n=3,049)

남성
(n=3,301)

20대 초반

24.0

23.8

24.2

20대 후반

25.0

24.5

25.4

30대 초반

22.7

22.8

22.5

30대 후반

28.4

28.8

27.9

고졸 이하

21.9

21.7

22.0

전문대

16.7

19.6

14.0

4년제 대학

53.9

51.7

56.0

대학원 재학 이상

7.5

7.0

8.0

미혼

61.2

54.9

67.0

기혼

38.8

45.1

33.0

무자녀

74.3

71.5

76.8

유자녀

25.7

28.5

23.2

무자녀

74.3

71.5

76.8

유자녀-1명

13.9

14.5

13.4

유자녀-2명 이상

11.8

14.0

9.8

예

67.0

61.2

72.4

아니오

33.0

38.8

27.6

서울

21.3

22.4

20.3

인천/경기

32.5

32.6

32.5

대전/세종/충북/충남

10.4

10.1

10.7

광주/전북/전남/제주

10.0

9.8

10.1

대구/경북

8.9

8.6

9.1

부산/울산/경남

14.4

14.1

14.7

강원

2.5

2.4

2.6

원가족 동거가구

43.4

39.3

47.2

1인 가구

14.4

12.4

16.2

유형

연령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자녀유무1

자녀유무2

취업여부

거주지역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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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n=6,350)

여성
(n=3,049)

남성
(n=3,301)

부부 가구

11.1

14.1

8.3

유자녀 가구

25.3

27.4

23.4

기타 가구

5.8

6.8

4.9

고졸 이하

17.4

22.0

11.4

전문대

23.6

23.7

23.6

4년제 대학

50.2

47.2

54.0

대학원 재학 이상

8.8

7.1

11.0

예

77.2

91.5

58.9

아니오

22.8

8.5

41.1

단독주택

10.2

9.7

10.7

아파트

59.7

59.4

59.9

연립 다세대 주택

22.7

24.3

21.2

도시형 생활주택

4.8

4.7

4.9

기숙사

1.2

0.9

1.4

그 외 비주택

0.8

0.5

1.0

기타

0.7

0.6

0.8

부모

46.9

41.7

51.8

본인

35.2

27.7

42.2

파트너(배우자)

18.5

29.7

8.2

형제자매

2.9

2.4

3.3

학교, 회사

1.7

1.5

1.9

친구, 직장동료

1.5

1.0

1.9

파트너의 부모

1.4

1.9

0.9

지자체

1.2

1.3

1.1

기타

2.7

2.5

2.9

본인

174.8

140.2

206.9

파트너(배우자)*

241.1

320.2

140.9

부모

311.8

307.5

315.7

유형

파트너
학력수준*

파트너
취업 여부*

주거 형태

주택 명의

월 평균 소득

주: *파트너가 있는 경우, 전체(n=2,327), 여성(n=1,306), 남성(n=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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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기의 의미
1) ‘청년’의 정의와 청년층의 현실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들이 ‘청년’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들을 ‘특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90% 수준이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 ‘동의하는 편이
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특정 시대상황과 조건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서는 약 70%가,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 60%가 동
의한다고 응답하였고,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동의도가 여성보다 다소 낮았다.
즉 ‘청년’을 연령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같은 연령대라도
사회적 조건이나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동년배들과 삶의 조건이나 가치관에서 이질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3] 청년의 정의
이어서 우리사회의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정도
를 질문하였다. 이는 1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2~3개의 항목들이 대응
을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첫 두 항목은 청년들의 행복감과 사회적 소외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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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항목은 청년세대들의 경쟁과 ‘두 번째 기회’와 관련된 내용, 이어지는 두
문항은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인지, 개인의 삶을 위해 연애, 결혼, 출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인지 각각의 동의도를 물었다. 다음으로 ‘경쟁’ 원리와 ‘공정성’의
가치에 충실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세대들이 ‘학벌’, ‘성별’, ‘가정환경’으로 인
한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생각
하는 ‘좋은 삶’에 대해 ‘평범한 삶’에 동의하는지, ‘사회에 기여하는 삶’에 동의
하는지를 물었다.
우리사회 청년들의 행복감과 사회적 소외감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행복하다’는 명제에 대해서 여성의 약 10%, 남성
의 약 20%가 ‘동의(‘매우 동의’ +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소외되어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50%, 남성의 약 6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4] 우리 사회 청년에 대한 인식: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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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년세대들의 경쟁과 ‘두 번째 기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거
의 대부분의 여성(94.1%)과 남성(90.5%)이 동의(‘매우 동의’ + ‘동의하는 편’)
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 속에서 ‘청년기의 고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절반 정도가 동의하는 가운데, ‘청년기의 실패는
이후에도 돌이키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여성의 절반, 남성의 약 65%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무한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 가운데, 현재의 경쟁과 어려움이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믿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실패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이 매우 높으며,
현재의 실패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은 청년 남성들에게 한층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그림 Ⅳ-5] 우리 사회 청년에 대한 인식: 3) ~ 5)
이어 ‘N포 세대’로 이야기되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두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약
90%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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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은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의 약 90%인
데 비하여 남성은 약 75% 수준에 그쳤다. 즉 여성들은 현재의 ‘삼포 세대’ 담
론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포기’라는 측면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위
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 크게 동의하는 반면, 남성들은 ‘포기’라는 측면
에 대한 동의도는 높지만 ‘선택’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훨씬 낮았다.
(단위: %)

[그림 Ⅳ-6] 우리 사회 청년에 대한 인식: 6) ~ 7)
‘경쟁’ 원리와 ‘공정성’의 가치에 충실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세대들이 느끼
는 출발선의 격차와 관련하여 ‘학벌’, ‘성별’, ‘가정환경’으로 인한 격차를 극복
할 수 없다고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세 가지 요인 중 ‘부모나 가정환경으로 인
한 격차’에 대해 여성의 약 85%, 남성의 약 75%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동의
도를 보였으며, ‘학벌로 인한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65%, 남성의 약
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인한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
우 3명 중 2명 가량(64.2%)이 이에 동의한다고 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3명
중 1명 정도(33.8%)만 동의하여 큰 성별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들의 경우 남성
들에 비해 ‘가정환경’, ‘학벌’, ‘성별’ 등으로 인한 격차로 인해 기회가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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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성별로 인한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은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반면 남성의 동의도는 높지 않아 성별
간 큰 인식의 격차를 보여준다.
(단위: %)

[그림 Ⅳ-7] 우리 사회 청년에 대한 인식: 8) ~ 10)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평범한 삶’에 동의하는지, ‘사
회에 기여하는 삶’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남들과
비슷하게 평범하게 사는 삶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여성의 약 75%, 남성의
약 7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고, ‘내가 생각하
는 좋은 삶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약 50%,
남성은 약 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즉 청년세대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평범한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
각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여성들은 개인적인 수준의 평범한 삶에 대한 희구
가 다소 높은 반면, 남성들은 진정성에 기반을 둔 삶에 대한 희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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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8] 우리 사회 청년에 대한 인식: 11) ~ 12)

2) 청년기 과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청년기는 노동시장의 첫 단추와 가족생활의 첫 단추를 동시에 꿰어야 하는
‘인생의 혼잡시간대(the rush hour of life)’(Tremmel, 2009; 김영미, 2016b:
47에서 재인용)로 묘사되며, 다양한 과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일’, ‘파트너십’, ‘자녀’, ‘개인생활’의 중요성을 100점 총점 내에서 점수
를 배분하도록 하여 응답자가 각 영역별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측정
하고자 하였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일>개인생활>파트너십>자녀’ 순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성은 ‘일’에 36.2점, ‘개인생
활’에 29.5점, 파트너십에 21.7점을 부여하였으며, ‘자녀’는 12.6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에도 ‘일’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생활’과 ‘파트
너십’의 경우 각각 26.6점과 23.3점이었으며, ‘자녀’는 14.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일, 개인생활, 파트너십, 자녀 순으
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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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일’과 ’개인생활’에 부여한 점수가 다소 높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파트너십’과 ‘자녀’에 부여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
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분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노동중심
적 생애과업에, 여성들은 가족중심적 생애과업에 비중을 크게 둘 것으로 기대
되는데, 실제 청년 여성들은 동년배 남성들보다 더 노동중심적 생애과업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 생애과업의 비중인식에 대해 남녀
차이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역전되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
중심적 일대기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들은 오히려 노동
중심적 일대기에 큰 비중을 둠으로써 가족중심적 일대기에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9] 영역별 청년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구체적으로 세부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의 경우 ‘성별⋅
연령대별’로 나눈 8개의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가운데 평균
점수 범위가 35.4점~36.7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없었다. 남녀 모두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생활’의 점수가 낮아지고 ‘파트너십’과 ‘자녀’에 부여한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생활’에 다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파트너십’과 ‘자녀’에 더 낮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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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는 경향이 모든 연령대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단위: %)

[그림 Ⅳ-10] 영역별 청년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연령･성별)
학력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고졸이하 집단에서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과
‘개인생활’의 비중이 다소 낮고 ‘파트너십’과 ‘자녀’에 다소 높은 비중을 둔다
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 이상 모든 학력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과 ‘개인
생활’의 비중이 다소 높고 ‘파트너십’과 ‘자녀’의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
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컸다.
(단위: %)

[그림 Ⅳ-11] 청년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학력수준･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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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이미 있는 집단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의 비중이 다소 낮고 ‘자녀’에 다소 높은 비중을 둔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남녀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여성
들이 남성보다 ‘일’과 ‘개인생활’의 비중이 높고 ‘파트너십’과 ‘자녀’의 비중이
낮았고 남녀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단위: %)

[그림 Ⅳ-12] 청년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자녀유무･성별)

다. 일
1) 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
청년기는 첫 직장경력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응답자들
이 ‘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①임금 또는 수입
이 높은 일’, ‘②안정적인 일’, ‘③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 ‘④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일’, ‘⑤충분한 휴일이 보장되는 일’, ‘⑥성취감을 주는 일’, ‘⑦향후 발전가
능성이 높은 일’, ‘⑧일의 재미와 흥미’, ‘⑨근무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일’, ‘⑩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⑪권한과 책임이 큰 일’의 열 한 가지 보기항목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안정적인 일’(24.7%), ‘임금 또는 수입이 높은 일’(24.5%),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15.6%),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일’(1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임금 또는 수입이 높은 일’(32.0%), ‘안정적인 일’(23.6%),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일’(12.6%),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11.0%)의 순이었
다. 그 외에 ‘충분한 휴일이 보장되는 일’, ‘성취감을 주는 일’, ‘향후 발전가능
성이 높은 일’ 등은 5%대 이하로 비중이 낮았다. 즉 전반적으로 일의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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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입이 중요한 가운데, 청년 여성들은 일의 안정성과 개인에게 맞는 일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청년 남성들은 임금･수입에 가장 중요성
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13] 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 1순위
일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에 대해서는 학력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남성들의 경우 모든 학력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했지만, 여성
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나 안정성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한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이나 성취감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단위: %)

[그림 Ⅳ-14] 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 1순위(학력수준･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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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의 의미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 결과와 청년층 노동정체성에 대한 연구(신경아,
2017) 등을 참고하여 청년층의 노동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
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가능한 하나
의 회사에서 일해서 인정받고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와 같은 전형적인 노동정
체성과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최소한만 하고, 나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싶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와 같은
대안적인 노동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어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와 같은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형적인 노동정체성과 관련한 두 개 항목은 남녀 모두 ‘동의한다(‘그
렇다’ + ‘매우 그렇다’)’ 비율이 6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남성이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대안적인 노동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생
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최소한만 하고, 나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싶다’의
동의도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4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역시 남성이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어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약 60% 수준의 동의도를 보였고, 역
시 남성이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자아실현
이나 생계를 위한 일과 자기시간과의 분리 등의 대안적인 노동정체성에도 어
느 정도 동의하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경제적 성공과
한 직장에서의 안정적 근무 등의 전형적인 노동정체성에 대한 동의도가 아직
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동정체성의 경향에 대해서는 청년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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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5] 일의 의미에 대한 인식

3) 취업 상태
여기서는 응답자들의 취업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병이나 사고, 출산, 연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사
람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가족⋅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도운 사람’을
취업자로 간주하여 조사한 결과 여성응답자의 약 60%는 취업자로, 정규직이
약 40%, 비정규직(특수고용종사자 포함)이 약 2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약 5%였다. 남성의 경우 약 70%가 취업자로, 정규직은 약 50%, 비정규직은
약 2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약 7%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약 10%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정규직 고용에서 남녀 간의 차이
약 10%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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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6]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에
서 남녀 간의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고, 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여성이 다소 높
은 상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30대 초반’을 지나면서 여성의 고용률은 한계에
달하게 되고, 특히 정규직 고용 비율이 전체 30대 초반 여성의 50%에 도달하
지 못하는 선에 그치지만, 남성의 고용률은 크게 오르면서 특히 정규직 고용이
30대 초반 전체 남성의 65%를 넘어서게 되어 성별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다. ‘3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의 고용률은 낮아지기 시작하고 특히 정규직 고용
이 감소하는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더 늘어나 전체
30대 후반 남성들의 70% 이상이 정규직 고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상태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은 30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곡선이 M자형에 머무르는 경력단절의 현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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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7]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연령･성별)
자녀유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녀 간의 고용상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
러난다. 자녀가 없는 경우 남성이 비임금 근로(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 종사
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 고용률의 다소 높은 것 외에는 남녀 간의 큰 차이가 발
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반면,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아
지게 되어, 남녀 간의 고용률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자녀유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위: %)

[그림 Ⅳ-18]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자녀유무･성별)
이어 취업 중인 응답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사무종사자
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문가 및 준전문가,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57.3%였으며, 전문
가 및 준전문가가 17.9%, 서비스종사자가 11.2%를 차지하였다. 판매종사자와

180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단순직종사자 각각 4.6%와 4.2%였으며, 관리자는 2.6%였다. 남성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가 44.0%였고, 전문가 및 준전문가는 12.1%를 차
지하였다. 이어 서비스종사자와 단순직종사자가 각각 8.8%와 6.7%였으며, 관
리자의 경우 5.8%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판매종사자는
6.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년 여성들이 사무종사자에 밀집되어 있는 비율
이 높았고, 청년 남성들의 직업은 보다 다양하였다.
(단위: %)

[그림 Ⅳ-19] 직업
이들의 직장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소기업(5~49인)에 취업 중인 이들
의 비율이 27.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5인 미만의 개인사업
체(22.7%), 중기업(17.9%) 순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 중인
이들의 비율은 11.1%였으며, 6.8%는 정부기관에 재직 중이었다. 남성을 살펴
보면 중기업(50~299인)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22.7%는 5~49인 규모의
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15.8%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
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비율은 18.3%로 여성에 비해
서 7.2% 높았다. 아울러 8.2%는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청년 여성들이 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들이 중기업 이상 대규
모 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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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20] 직장유형
자녀유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녀 간의 직장유형의 차이도 보다 명확하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남성은 민간대기업이나 민간중기업, 여성은 민간소기업
이나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다소 더 높고, 특히 민간 소기업에 무자녀
청년 여성의 다수가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진다. 민간대기업과 민간중기업은 자녀가 있는 청년 남성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기업과 개인사업체는 자녀가
있는 청년 여성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청년 여성들이 소기업에
근무하고 남성들이 중기업 이상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경향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현격하게 벌어지게 된다.
(단위: %)

[그림 Ⅳ-21] 자녀 유무에 따른 직장유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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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라고 응답한 이들의 주당 실 근로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비율은 여성은 약 70%, 남성은 약
80%로 남성이 장시간 근로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남성의 약 20%는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한다고 답하여 약 10% 수준의 여성보다 높았다. 평균
적으로 여성은 약 36시간, 남성은 약 40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시간, %)

[그림 Ⅳ-22] 주당 실 근로 시간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 경향 또한 자녀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자녀
가 없는 경우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비중은 남성이 약 10% 높기는 하지만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남녀 모두 70%를 다소 넘는 수준
으로, 평균적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현격한 차이까지 이
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여성은
70%에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남성은 약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 남성들이 보다 장시간 근로하는 경향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현격하게 벌어지게 된다. 자녀가 있는 청년 여성
에게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며,
자녀가 있는 청년 남성은 돌봄노동을 수행할 시간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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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간, %)

[그림 Ⅳ-23]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자녀유무･성별)
다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의 경우 소
득수준 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
성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율이 다소 높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 가입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약 70%를 다소 넘는 수준에서 고
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남성의 가입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즉 취업한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양상은 성별변수 전체로 살펴보았을
때는 남녀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70~80%의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에서 사회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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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24]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자녀유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녀 간의 직장유형의 차이도 보다 명확하다.
청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
가 없는 경우 남녀 모두 가입률이 70% 수준으로 여성이 오히려 다소 높은 반
면,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가입률은 여전히 70% 수준이지만 남성은 90%에
달하는 가입률을 보인다. 즉 자녀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에는 큰 남녀
차이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훨씬 높게 나
타나, 자녀가 있는 남성들이 안정적이고 사회적 보호 수준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그림 Ⅳ-25] 주된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자녀유무･성별): 1)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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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평가
일은 개인에게 있어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취나 만족감
을 얻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일에 대한 만족은 해당 일자리의 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개인의 삶의 안녕감이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이 되기도 한다. 일의 의미가 다각적인 만큼 일자리의 만족도는 다양한 측면
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서 ‘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
11가지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11가지의 항목 중 만족도가 높은
순서는 ‘충분한 휴일 보장’, ‘근무시간’, ‘고용안정성’, ‘일의 권한과 책임’, ‘나
의 적성과 취향에 맞음’, ‘일의 성취감’, ‘일의 재미와 흥미’, ‘일의 스트레스 수
준’, ‘사회적 인정’의 순서였고, 만족도가 낮은 두 항목은 ‘임금 또는 수입’과
‘발전가능성’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이 ‘발전가능성’의 만족도가 다소 낮
은 반면 남성은 ‘임금 또는 수입’의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앞서 ‘일에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항목 중에서는 ‘고용안정성’과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또는 수입’
과 관련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 차이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여성들은 ‘충분
한 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던 반면, 남성들은 ‘권한과
적성’, ‘성취감’, ‘사회적 인정’,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아,
여성들의 일자리가 근무조건은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주변부
일자리이고, 남성들의 일자리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심부 일자리일 가능
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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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26]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 만족도: 전체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나 그
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4점 척도로
구성된 11가지 항목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5가지 항목과 부당한 처우
경험에 대한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일에 대한 평가 중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일의 수준이 낮다’, ‘일한만큼 충분
한 임금을 받고 있다’, ‘직장 일로 인해 내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느
껴진다’는 남녀 각각 약 40%, 45%, 50%가 ‘그렇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일로 인해 내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느껴진
다’에 남성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 외에는 남녀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의 발전가능성과 관련한 다음의 두 문항의 경우, 남녀 간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였다. ‘직장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기를 계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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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40%, 남성의 약 50%가,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
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30%, 남성의 약 45%가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년 여성의 일자리가 자기계발이나 승진기회가 없는
주변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그림 Ⅳ-27]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 상황: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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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목들의 경우, ‘급여를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받
은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 약 15%, 남성 약 20%, ‘급여를 약속한
것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은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10%,
남성 약 20%, ‘약속한 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약 35%,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작
업복 등을 구매할 것을 강요받았거나 물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에 대
해서는 여성 약 10%, 남성 약 20%, ‘상사,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경험’에 대해서는 여성 약 20%, 남성 약 25%, ‘상사, 동료 또는 고객으
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남녀 모두 약 15% 정도가 경
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30대의 경우 일자리에 진입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직급 또한 낮아 부당한 처우나 열악한 조건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으며,
성별로 차이는 있지만 급여나 초과수당을 제때 또는 정해진 만큼 받지 못한 경
험도 10~30%에 달하며,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 열 명 중 한 명 이상은 업
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작업복 등도 적절히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 또한 10~20%
수준으로 나타나 20~30대 근로자들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별 차이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성적인 폭력과 관련
된 항목 외의 급여체불이나 지급 연기, 폭력경험 등은 남성의 경험률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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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28]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 상황: 6)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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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일자리 경험
현재 일하는 경우, 부업을 하고 있는지를 따로 물어본 결과, 남녀 모두 약
15%가 평균적으로 1개의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29]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 이외에 다른 일(부업) 여부
(단위 : 개, %)

[그림 Ⅳ-30]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일(부업)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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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일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여성 약 90%, 남성의 약 85%가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이 경험한 일자리의 개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4.1개의 일자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숫자의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31] 만 18세 이후 일을 한 경험
(단위: 개, %)

[그림 Ⅳ-32] 만 18세 이후 총 일자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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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경험한 가장 최근의 일자리 세 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 일자리에
서 일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이 되지 않는 단기 고용 일자리였고, 대부분 비
정규직 임금근로로 나타났다.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경
험한 일자리의 기간이 약간 더 길고 정규직 비율도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청년 여성들이 경험한 일자리는 청년 남성들이 경험한 일자리보다 다소
안정적인 일자리였으나, 이러한 일자리 경험이 이후 지속적인 경력으로 이어
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월, %)

[그림 Ⅳ-33] 만 18세 이후 일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

[그림 Ⅳ-34] 만 18세 이후 일한 일자리의 종사자 지위 &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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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직활동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 청년층임을 고려하여 모든 응답자에
게 구직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자를 식별하는
구직활동 여부 항목과 경제활동인구를 식별하는 일을 원하는지의 항목 외에,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시나 자격증, 진학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별도 보기
로 물었다.
현재의 구직활동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일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비율이 여성 약 40%, 남성 약 30%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일을 원
하지 않는 경우가 남녀 각각 약 25%,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경우가 여성 약
20%, 남성의 약 25%, 고시나 진학준비 중인 경우가 여성 약 15%, 남성 약
20%였다. 남녀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이 일을 원
하지만 구직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이 구직활동 또는 고시･
자격증 준비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그림 Ⅳ-35] 현재 구직활동 상태
실제로 현재 취업여부로 나누어 구직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
취업인 경우와 취업인 경우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구직활동이나 고시･진학준
비 비율이 높았다. 취업한 경우 전반적으로 미취업인 경우보다 구직활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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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진학준비 중인 비율이 낮았지만, 여성의 약 30%, 남성의 35%가 다른 일
자리를 원하여 구직활동과 고시･진학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남녀 각기 30% 수준에 머물러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이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단위: %)

[그림 Ⅳ-36] 현재 구직활동 상태(취업여부･성별)
한편 자녀유무에 따라 구직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녀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고시나 진학준비 중인 비중이 높고,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일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일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유자녀 여성의 절반 정도는 (다른) 일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경제활동 상황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활
동은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단위: %)

[그림 Ⅳ-37] 현재 구직활동 상태(자녀유무･성별)
구직활동 또는 고시, 진학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구직활동 기간
을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17.4개월, 남성은 17.8개월을 구직활동 중으로 남녀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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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생활비 충당 방식을 살펴보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가 남녀 각기
약 30%,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가 남녀 각각 약 25%, ‘다른 정규직 일자리
급여로’가 여성 약 20%, 남성 약 25%,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 급여로’가 남녀
각각 약 15% 순이었다.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원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상당하였으나,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으로 생활
비를 충당한 비율은 남녀 각각 5% 수준에 머물렀다. 남녀 간의 차이는 남성이
‘다른 정규직 일자리 급여로’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단위: 개월, %)

[그림 Ⅳ-38] 구직자의 구직활동 기간
(단위: %)

[그림 Ⅳ-39]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비 충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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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원하는 일자리의 채용공고 탐색 등에는 시간이 소요되
는 만큼 시간과 인적자본 축적 또는 취업정보의 획득 간에는 상충관계(trade
off)를 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시점에 대해 본인과 중
요한 타인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직활동 또는 고시,
진학준비를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다른 일을 원하는 경우 등 다
른 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지, 반대로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또한 부모님, 친척, 친구와 같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구직자 본인의 취업시점에 대해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를 갖고 싶다’
는 응답이 여성은 46.2%, 남성은 49.1%로 응답하여 남성이 ‘빠른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성별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단위: %)

[그림 Ⅳ-40] 구직에 대한 입장: 응답자 본인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미취업자일 때 ‘빠른 취업’을 원하는 비율
이 높은 가운데 미취업 남성이 ‘빠른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약 60%로 약
50% 수준인 미취업 여성보다 10% 정도 높았다. 반대로 취업한 경우에는 전체
적으로 ‘빠른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취업 남성이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차이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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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41] 구직에 대한 입장(취업여부･성별):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를 갖고 싶다 VS.
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고 싶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자녀가 없을 때 ‘빠른 취업’을 원하는 비율
이 높아 무자녀 남녀 모두 ‘빠른 취업’을 원하는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남
성이 약간 높았으나 차이는 미미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빠른 취업’을 원하
는 비율은 남녀 모두 40% 수준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역시 미미하였다. ‘빠른
취업’과 ‘충분한 탐색기간’에 대한 의견은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만 존재하고
그 안의 성별차이가 미미하였다.
(단위: %)

[그림 Ⅳ-42] 구직에 대한 입장(자녀유무･성별):
1) 나는 “한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VS.
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구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주변의 반응에 대한 인식은 ‘부모님’, ‘친척들’, ‘친
구들’, ‘파트너(배우자)’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님’과 ‘친척들’은 충분한 탐색기간보다는 빠른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파트너(배우자)’의 경우 반대로 빠
른 취업보다는 충분한 탐색기간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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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성의 52.3%, 남성의 54.7%, ‘친
척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성의 60.2%, 남성의 59.3%가 ‘빠른 취업’을 원한다
고 인식하고 있어 남녀가 인식하는 부모, 친척으로부터의 ‘빠른 취업’ 압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성의 33.1%, 남성의 44.7%
가, 유배우인 경우 ‘파트너(배우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성의 30.8%, 남성의
41.1%가 ‘빠른 취업’을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의 취업압력이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단위: %)

[그림 Ⅳ-43] 구직에 대한 입장: 중요한 타인(부모님, 친척, 친구, 파트너)
여러 세부집단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빠른 취업’ 압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자녀유무 변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님’, ‘친척들’로부터의 ‘빠른
취업’ 압력은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여성에게 다소 높았으
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님’, ‘친척들’로부터의 ‘빠른 취업’ 압력은 남성에게
훨씬 높았다. ‘친구들’과 ‘파트너(배우자)’로부터의 압력은 ‘부모님’이나 ‘친척
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모두
남성의 ‘빠른 취업’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유자녀 여성의 ‘빠
른 취업’ 압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빠른 취업’을 해야 한다는 규
범적 압력은 유자녀 여성들이 가장 낮게 인식했고, 이는 한편으로는 유자녀 여성
들이 무리하게 취업해야 할 압력에서 자유로운 반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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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원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규범체계가 부재함을 의미
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44] 구직에 대한 입장(자녀유무･성별):
2) 내 부모님은 내가 “한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VS.
내 부모님은 내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단위: %)

[그림 Ⅳ-45] 구직에 대한 입장(자녀유무･성별):
3) 내 친척들은 대부분 내가 “한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VS.
내 친척들은 대부분 내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단위: %)

[그림 Ⅳ-46] 구직에 대한 입장(자녀유무･성별):
4)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한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VS.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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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47] 구직에 대한 입장(자녀유무･성별):
5) 내 파트너(배우자)는 내가 “한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VS.
내 파트너(배우자)는 내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 친밀성과 파트너십
1)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
청년층의 친밀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 누구
인지와 10년 후 친밀감을 느낄 것 같은 대상이 누구인지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대상은 ‘부모’(약 30%), ‘배우자’(약 20%) 순으로 동일했지
만,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대상의 경우 여성은 ‘파트너･애인’(10.7%)인데
반해, 남성은 ‘친구’(15.9%)였다.
(단위: %)

[그림 Ⅳ-48] 현재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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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미혼의 경우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응답
한 대상은 ‘부모’가 40%대로 동일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대상의 경
우 여성은 ‘파트너･애인’과 ‘친구’가 각각 15% 정도인데 반해, 남성은 ‘친구’가
20.8%였고 ‘없음(혼자인 것이 좋음)’도 11.3%를 차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기혼의 경우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대상은 ‘배우자’가 60% 정도
로 동일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대상의 경우 여성은 ‘자녀’와 ‘부모’
가 각각 15% 정도인데 반해, 남성은 ‘부모’(18.0%), ‘친구’(5.8%) 순으로 나타
나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파트너･애인과의 연애 관
계, 배우자나 자녀와의 결혼 관계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친밀감을 느낀다면,
남성은 원가족인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관계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단위: %)

[그림 Ⅳ-49] 현재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미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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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50] 현재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기혼자)
다음으로 현재 20~30대인 응답자가 30~40대가 되는 ‘10년 후 삶에서 가
장 친밀감을 느낄 것 같은 대상’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대상은 ‘부모’(약 30%), ‘배우자’(약 20%) 순으로 동일했지만, 그 다음
으로 많이 응답한 대상의 경우 여성은 ‘형제자매’(10.8%)인데 반해, 남성은
‘파트너･애인’(12.1%)이었다.
(단위: %)

[그림 Ⅳ-51] 10년 후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낄 것 같은 대상
혼인상태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미혼의 경우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대상은 ‘부모’가 40%대로 동일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대상의 경우
여성은 ‘형제자매’(16.6%), ‘파트너･애인’(13.9%) 순으로 나타난데 반해, 남성
은 ‘친구’와 ‘파트너･애인’이 각각 15% 정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기혼의 경우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대상은 ‘배우자’가 60% 정도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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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대상의 경우 여성은 ‘자녀’(16.1%), ‘부모’(8.9%)
순으로 나타난데 반해, 남성은 ‘부모’(12.3%), ‘자녀’(6.3%) 순으로 나타나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단위: %)

[그림 Ⅳ-52] 10년 후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낄 것 같은 대상(미혼자)
(단위: %)

[그림 Ⅳ-53] 10년 후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낄 것 같은 대상(기혼자)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10년 후 삶에서도 가장 친밀감을 느낄 것 같은 대상
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현재와 다소 차이가
나는 점도 있었는데, 특히 미혼집단에서 여성은 10년 후에는 ‘형제자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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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파트너･애인’보다도 더 높은데 반해, 남성
은 10년 후에는 ‘파트너･애인’에게 친밀감을 느낄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이 증가
했다. 즉 미혼여성은 향후에 연애 관계의 친밀성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
라고 전망하지 않는데 반해, 미혼남성은 그럴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점에서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2) 결혼 의향
전체 응답자 중 유배우자를 제외한 4,023명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전혀 아니다’ + ‘아마도 아
니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내’나 ‘3년 이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
다는 응답이 각각 30% 정도를 차지했다. 남성은 ‘3년 이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34.9%)이 근소한 차이지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혼할 생각
이 없다’(34.0%), ‘3년 이내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31.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결혼 의향이 없다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10% 정도나 더 많았다.
(단위: %)

[그림 Ⅳ-54] 향후 결혼 의향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남녀의 응답
분포가 비교적 유사한 반면,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서는 결혼 의향에
대해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20대 후반’의 경우 남녀 모두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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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여성은 ‘3년 이내’(36.9%)
에, 남성은 ‘3년 이후에’(35.0%)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초반’은 남녀 모두 ‘3년 이내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 차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강한 결혼 의사를 가진 집단
이었다.
반면 ‘20대 초반’의 경우 여성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은데 반해, 남성은 ‘3년 이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2.5%
로 가장 많았다. 또 ‘30대 후반’의 경우 여성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52.5%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데 반해, 남성은 ‘3년 이내
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단위: %)

[그림 Ⅳ-55] 향후 결혼 의향(연령･성별)
전반적으로 남성은 시기의 차이일 뿐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것에는 연령
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서 결혼 의
향이 유독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에 가까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지나
‘30대 후반’에서도 결혼 의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결혼 비희망자의 동거 의향
향후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527명을 대상으로 향후 동거할 생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약70%가 동거 의향이 없다(‘전혀 아니다’ +
‘아마도 아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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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56] 결혼 비희망자의 동거 의향
연령대를 나누어 보면, 남성은 연령대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거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20대 초반’ 여성 64.6%에
서 ‘30대 후반’ 여성 81.9%까지 뚜렷이 증가했다. 앞서 이 두 집단은 두 명 중
한 명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결혼 의향이 낮았는데, 동거에 대해
서는 생각의 차이를 보여서 ‘20대 초반’ 여성의 ‘동거 의향이 있다’는 응답
(35.4%)이 ‘30대 후반 여성’(18.1%)의 2배에 가까웠다.
(단위: %)

[그림 Ⅳ-57] 결혼 비희망자의 동거 의향(연령･성별)

Ⅳ.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 2030 세대의 일･친밀성･정책인식 ❚ 207

3) 결혼의 전제조건
청년층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배우자를 제외한 4,023명을 대상으로 결혼의 전제조건과 관련된 진술
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경우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
담’이 결혼 결정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90.1%(‘매우 그렇다’ + ‘그렇다’)로 압도
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명절･제사 등 파트너 집안의 행사부담’(86.1%), ‘파트
너와의 관계’(85.2%) 순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파트너와의 관계’가 8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의 안정적인 일’(82.2%)과 ‘나의 건강’(81.4%) 순으
로 높았다. 결혼 결정에 파트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남녀 모두 동의
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은 결혼 상대의 공평한 가사분담, 상대편 집안의 행사
부담을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의 전제조건인 ‘공평한
가사분담’, ‘파트너 집안의 행사부담’에 대한 남성의 응답률은 각각 77.5%,
64.7%로 훨씬 낮아서, 결혼 결정에 대한 남녀의 인식의 간극을 잘 보여준다.
즉 남성의 경우 ‘나의 일’, ‘나의 건강’과 같이 자신의 자질을 결혼의 전제조건
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반해, 여성은 ‘평등한 관계를 위한 상대방의 노력’
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정작 남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전제조건들은 충족되
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58] 여성 응답자의 결혼 전제조건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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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59] 남성 응답자의 결혼 전제조건 동의여부
결혼의 전제조건 중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컸던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담’
과 ‘파트너 집안의 행사부담’에 대한 응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여성 모두 두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 의사가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연령
에 따른 성별 차이는 두 항목 모두 ‘2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보다도 평균
초혼 연령에 가까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60] 결혼의 전제조건 동의 여부(연령･성별):
8)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담은 결혼 결정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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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61] 결혼의 전제조건 동의 여부(연령･성별):
9) 파트너 집안의 행사부담은 결혼 결정에 중요하다
즉 여성 청년층의 결혼 결정에는 평등한 결혼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결
혼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남녀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것
이 현재의 만혼･비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
다. 또 20대 여성들의 결혼 결정에 평등한 관계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사실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만혼･비혼의 추세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4) 본인의 결혼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생각
현재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님, 친척, 친구와 같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은 본인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는 응답이 부모님, 친척, 친구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아서,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변 사람들의 결혼 압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친척들’의 경우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전체 응답이
70%를 넘어서 ‘친구들’(약 40%)보다 훨씬 높았는데, 여성은 ‘부모님’(68.1%)보
다는 ‘친척들’(74.1%)의 응답이, 남성은 ‘친척들’(74.3%)보다는 ‘부모님’(76.6%)
의 응답이 더 높았다. ‘친구들’의 경우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
해 ‘그렇다’는 응답이 남성은 절반 정도를 차지한데 반해, 오히려 여성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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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다.
즉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 중 부모님과 친척의 결혼 압력은 남녀 모두에게 여전
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반해, 친구들의 생각은 남성에게는 여전히 중요하
지만 여성에게는 그 중요성이 비교적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62] 주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우선 전체 응답 경향이 비슷한 ‘부모님’과 ‘친척들’에 대한 응답을 함께 보면,
‘20대 초반 여성’의 ‘부모님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0% 정도로 특히 낮아서,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가 ‘20대 초반’에서 나머지
세 집단보다 2배나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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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63] 주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연령･성별):
1) 내 부모님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친척들’에 대한 응답은 부모님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성은 증가하고, 남성은
감소하는 경향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차이는 줄어들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20대 후반 여성’의 응답이 크게 증가해서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여성
(73.7%)의 응답이 남성(68.7%)보다 더 높았다. 즉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결혼 압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느끼지만, 친척들의 결혼 압력은 ‘20대
후반 여성’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단위: %)

[그림 Ⅳ-64] 주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연령･성별):
2) 내 친척들은 대부분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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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대 후반 남성’은 ‘부모님’과 ‘친척들’ 모두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5% 정도로 매우 높고, ‘친척들’에 대한 응답은 다른
연령대의 남성과 달리 부모님보다도 좀 더 높아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막론하
고 모두에게서 결혼 압박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친구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도 있지만, 20대와 30
대 간의 연령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경우 ‘친구들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여성은 ‘그
렇지 않다’는 응답이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남성은 ‘보통
이다’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대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30대 남
성의 응답은 과반을 차지했다. 즉 20대에게 친구들의 결혼 압력은 30대에 비
해 훨씬 약한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20대 여성들의 또래집단 사이에서는 결혼
의 규범성이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65] 주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연령･성별):
3)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결혼이 삶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은 결혼이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일, 여가, 건강 등 11개의 항목에 대한 결혼의 영향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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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해서는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매우 나쁜 영향’ + ‘다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여성의 응답률
(52.8%, 52.1%)이 남성(43.0%, 45.6%)보다 더 높아서 여성은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남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결혼이 일･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녀가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결혼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대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인생의 불안정감 해소’, ‘나의 노후
돌봄’,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결혼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60%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아서 남성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결혼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66] 결혼이 삶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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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삶에 미치는 영향 중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령
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남녀 간의 응답률의 차이
가 벌어졌고, 결혼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나쁜 영향(‘매우 나쁜
영향’ + ‘다소 나쁜 영향’)을 준다는 ‘20대 초반 여성’ 응답이 63.2%로 유독
높았다.
(단위: %)

[그림 Ⅳ-67] 결혼이 삶에 주는 영향(연령･성별):
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학력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학력수준에 따라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뚜렷이 증가하여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별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즉 남녀 모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그 정
도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 특히 절반이 넘는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고학력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
는 대로 사는데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특히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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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68] 결혼이 삶에 주는 영향(학력수준･성별):
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다음으로 남녀의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었던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
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대 후반 남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여성은 결혼이 ‘원하는 일･직업’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
의 대조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단위: %)

[그림 Ⅳ-69] 결혼이 삶에 주는 영향(연령･성별):
2)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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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이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남녀의 상반된 인식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즉
여성은 결혼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
리 남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의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더욱 심했다.
(단위: %)

[그림 Ⅳ-70] 결혼이 삶에 주는 영향(학력수준･성별):
2)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6) 결혼 후 일 전망과 변화
‘결혼 후 일 전망과 변화’에서는 현재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결혼 의향
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 후 일하고 싶은 방식과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고, 실제 결혼한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결혼한 시점을 전후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보았다.

가) 결혼 후 희망 근무형태와 실제 근무형태 전망
유배우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496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고 싶다(칼퇴근)’는 응답이 75% 내외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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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11.3%)이 두 번째로 높았던 것에
반해, 남성은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응답
(13.0%)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결혼 후 일하는 방식으로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전일제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는 성별과 무관하게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혼 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무형태’는 ‘전
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희망하는 근
무형태’에 대한 응답에 비해 여성은 2배 이상(6.2%→16.6%), 남성은 3배 이상
(13.0%→42.2%) 증가했다. 즉 남녀 모두 결혼 후 실제로 일하게 될 방식으로
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71] 결혼 후 희망 근무형태와 실제 근무형태 전망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결혼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에 대해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데 반해 ‘시간제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은 연령
이 높아질수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따라서 연령대에 따른 성별 차이는 20대 초반에서는 응답 분포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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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했는데, 30대 후반에서는 남녀 간 가장 상이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즉 적
어도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85% 이상이 결혼 후에도 전일제로 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72] 결혼 후 희망 근무형태(연령･성별)
‘결혼 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무형태’를 보면, 여성
은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서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
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데 반해 ‘30대 초반’에서는 ‘시간
제로 일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남성은 모든 연령대
에서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큰 폭
으로 증가했다. 즉 결혼 후 실제 근무형태 전망에 대해 남성 청년들 내에서는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 청년들 내에서는 20대와 30대 사이
에 차이가 나타나 20대 여성 청년들의 결혼 후 일에 대한 전망은 전일제로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남성 청년층에 더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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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73] 결혼 후 실제 근무형태 전망(연령･성별)

나) 결혼 1년 전/후의 근무형태
다음으로 현재 결혼 상태인 유배우자 2,327명을 대상으로 ‘결혼 1년 전 근
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칼퇴
근)’는 응답이 45.2%,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41.3%로 총 85% 정도가 결혼 전 전일제로 일했다고 답했다. 또 남성은 ‘전일
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58.6%, ‘전일제로 법정 근
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칼퇴근)’는 응답이 34.9%로 총 95% 정도가 결혼 전
전일제로 일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결혼 1년 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전일제로 법정 근
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칼퇴근)’는 응답은 결혼 전과 비슷한 비중을 유지했지
만,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20% 이상 감소한
만큼 ‘일을 안 했다’는 응답이 증가했다(4.7%→28.0%). 또 남성은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약 15% 감소한 만큼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칼퇴근)’는 응답이 증가했다(34.9%→51.7%).
즉 결혼 전 장시간 일했던 여성들은 결혼 후 그 일을 그만둔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전 똑같이 장시간 일했어도 결혼 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만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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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74] 결혼 1년 전/후의 근무형태
학력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결혼 1년 전의 근무형태는 대체
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일제로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여성
은 결혼 1년 후 ‘일을 안 했다’는 응답이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결혼 전 장시간 일하다가 결혼 후 일을 그만둔 것은 저학
력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결혼 후 전반적으로 장시간 근로는 줄고, 법정 근로시간 근무는
늘어나서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근무시간이 감소했다.
(단위: %)

[그림 Ⅳ-75] 결혼 1년 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학력수준･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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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76] 결혼 1년 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학력수준･성별)

마. 자녀관
1)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상적인 자녀 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2명’이라는 응답이 남녀 모두 많았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0%에 달하여 20% 수준인 남성
보다 훨씬 높았고, ‘2명’이라는 응답은 40% 수준으로 50%를 넘는 남성보다
낮았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상적인 자녀수 자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9)

9)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소
영 외, 2018)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묻고, 다음 문항에서 이상자녀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상자녀수 문항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좋다’는 보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녀가 없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제외할 경우 본 조사의
결과는 이소영 외(2018)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상자녀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이상자녀수’에 자녀
가 없는 경우도 별도 보기로 함께 조사하는 것이 더 많은 함의를 주는 문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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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77] 자녀를 가진다면, 적정한 자녀수
‘자녀가 없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명확하여 20대
초반 여성들의 40%가 응답하였다. 반대로 20대 초반 남성들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을 하여, 같은 연령대 여성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단위: %)

[그림 Ⅳ-78] 자녀를 가진다면, 적정한 자녀 수(연령･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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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를 가질 의향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은 3년 내에 (더) 가질 생각이 있는지, 아니라면 이후
에는 (더) 가질 생각이 있는지의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문항의 응답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앞으로 자녀를 (더) 가
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더 높아서,
여성의 60% 이상이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는 앞
서 결혼 의향의 남녀 차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결혼과 자녀를 더 원하는 것은
남성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단위: %)

[그림 Ⅳ-79]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
이와 같은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없다는 비율
은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남녀 간의 차이도 가장
컸다. 30대 후반 여성들의 응답은 연령규범의 효과로 볼 수 있으나, 20대 초
반 여성들의 응답은 자녀를 가지는 데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70%에 가까운 여성들이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같은
연령대 남성들과 15% 수준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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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80]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연령･성별)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있
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10% 정도로 유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들의 60%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단위: %)

[그림 Ⅳ-81]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자녀유무･성별)

3)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청년층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과 관련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파트
너(배우자)의 양육 및 가사참여와 관련된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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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목은 ‘파트너의 양육참여’(78.6%), ‘공평한 가사분담’(73.7%),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69.2%)으로, 모두 파트너(배우자)의 양육･가사참여와 관련
된 항목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응답들은 경제적인 안정성과 본인
의 일의 유연성과 관련된 항목들로,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줌’(69.1%), ‘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69.0%), ‘안정적인 집’(67.7%), ‘나의 근무유연성’(64.2%),
‘나의 경제적 준비’(64.2%) 순이었다.
남성들의 경우는 이와 매우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
는 항목은 경제적인 안정성과 관련된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줌’(75.4%), ‘나
의 경제적 준비’(73.0%), ‘나의 안정적인 일’(71.2%), ‘안정적인 집’(71.2%) 순
이었다. 다음으로는 파트너(배우자)와 관련한 항목들로, ‘파트너의 양육참
여’(70.0%), ‘파트너의 건강’(68.2%)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파트너의 근
로유연성에 대한 내용 또한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파트너의 출산휴가･육
아휴직’ 65.1%, ‘파트너의 안정적인 일’ 65.0%, ‘파트너와의 관계’ 64.9%, ‘파
트너의 근무유연성’ 64.4%).
이와 같은 응답들에서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들에 대한 남녀의 인식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파
트너(배우자)의 적극적 양육･가사참여와 평등한 관계를 위한 노력’을 경제적
요인이나 본인의 일･가족양립 여건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본인의 양
육･가사참여를 위한 여건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여성이 자녀
를 (더) 가지는 선택을 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등한 양육･가사참여 전제
조건은 충족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한편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니지만 남녀 모두 60% 이상이 중요
하다고 응답한 항목이 여성의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항목(여성의 경우 ‘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나의 근무유연성’, 남성의 경우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
휴직’, ‘파트너의 안정적인 일’, ‘파트너의 근무유연성’)임은 주목할만한 결과이
다. 남녀 모두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
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일하고 여성은 돌보는
모델’에서 ‘남녀 모두 일하는 모델’로 청년층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타의 수당이나 서비스 등 정책적 과제들에 비해 이 응답의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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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이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된다.
서비스와 수당 등 정책적 방향과 관련한 항목들은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책수단과 관련한 응답
에서 여성들은 ‘믿을만한 어린이집･유치원’(60.4%), ‘충분한 아동수당’(59.3%),
‘충분한 출산장려금’(55.8%) 순서로 응답하여 일회성 현금･수당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에는 ‘충분한 아동수당’(63.8%)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단위: %)

[그림 Ⅳ-82]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동의 여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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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83]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동의 여부(남성)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중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컸던 ‘파트너의
양육참여’, ‘공평한 가사분담’,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응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여성들일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
데, 20대 초반, 후반 여성들의 경우 ‘파트너의 양육참여’는 50% 이상, ‘공평한
가사분담’은 45% 수준,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은 40% 수준이 ‘매우 그
렇다’는 강한 동의도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는 두 항목 모두 평균 출산
연령에 가까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
적인 경향은 앞서 결혼의 전제조건에 대한 항목과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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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84]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동의 여부(연령･성별):
10) ‘파트너(배우자)’의 적극적 ‘양육참여‘는 자녀를 (더) 가지는 결정에 중요하다
(단위: %)

[그림 Ⅳ-85]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동의 여부(연령･성별):
9) ‘파트너(배우자)’의 공평한 ‘가사분담’은 자녀를 (더) 가지는 결정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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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86]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동의 여부(연령･성별):
12) ‘파트너(배우자)’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즉 여성 청년층의 자녀를 (더) 가지는 결정에는 평등한 양육과 가사 분담이
중요하지만 자녀를 가지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남녀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것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평등한 관계에 대해 20대 여성들일
수록 중요성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의 저
출산 추세는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남녀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개
입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녀 모두 일하는
모델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트너(배우자) 관계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
어가기 위한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자녀를 가지는 결정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생각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님, 친척, 친구와 같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은
본인이 자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매우 그
렇다’ +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
보다는 남성이 주변 사람들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더 크게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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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친척들’의 경우 ‘내가 자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
답은 남녀 모두 50% 수준으로 ‘친구들’보다 훨씬 높았는데, 남성의 ‘부모
님’(53.7%)이 청년 남성에게 자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
았다. ‘친구들은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여성은
15% 수준에 불과하였고, 남성은 이보다는 훨씬 높은 30% 수준이었다. 즉 주
변의 중요한 타인들 중 부모님과 친척들은 청년들에게 자녀를 (더) 가지라는
압력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이미 자녀를 (더)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 압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친구들의 규범적 압력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87]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 1) ~ 3)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응답 경향
이 비슷한 ‘부모님’과 ‘친척들’에 대한 응답을 함께 보면, 남녀 모두 ‘부모님
은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
가하고 30대 후반에 감소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남성이 더 큰 동의도를 보였
다. 남녀 간의 차이가 큰 연령대는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으로 이 시기 여성
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압력은 남성들보다 확연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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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에 대한 응답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다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 압력은 여성보
다 남성이 더 많이 느끼지만, 친척들의 압력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결혼압력이 20대
후반의 친척들이 주는 압력의 경우에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크게 느낀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단위: %)

[그림 Ⅳ-88]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연령･성별):
1) 내 부모님은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 %)

[그림 Ⅳ-89]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연령･성별):
2) 내 친척들은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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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자녀가 없
는 경우에는 남녀 모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규범압력을 받지만, 자녀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여성들이 느끼는 규범압력은 훨씬 낮아지는 반면 남성들이 느
끼는 규범압력은 자녀가 없을 때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
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면 규범압력이 훨씬 감소하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규범압력이 유지되고 있어 일견 모순적인 규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90]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자녀유무･성별):
1) 내 부모님은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 %)

[그림 Ⅳ-91]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자녀유무･성별):
2) 내 친척들은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친구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규범압력 수준이 매
우 낮았으며, 낮은 수준의 규범압력은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그렇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30대 초반’과 ‘30대 후반’ 남성들의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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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청년 여성들
에게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또래규범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30대 남성들
의 경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92]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자녀유무･성별):
3)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 ‘보통’의 비율이 높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보
통’의 비율이 감소하고 양쪽의 비율이 유사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
성은 전체적으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또래규범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남성
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규범압력의 방향이
모호한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더 있어야 한다는 규범과 더 이상 없어도 된다
는 규범이 낮은 수준에서 양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자녀가 삶에 주는 영향
청년층은 자녀가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일, 여가, 건강 등 13개의 항목에 대해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경제적 상황’,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매우 나쁜
영향’ + ‘다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이 ‘경제적 상황’,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에 대해
서는 70%를 넘어섰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60%를 넘
어 남성의 부정적 응답에 비해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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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자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
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이 가장 높은 부정적 응답을 한 항목 중 하나인 ‘원하는 일･직업
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70%에 가까운 부정적 응답을 한
데 비하여 남성들의 경우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자
녀가 개인의 일･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녀가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항목은 ‘나의 건강’으로, 여성들의
경우 약 40%가 자녀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남성들
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하였다. 이는 임신
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과정에 대한 우려와 이후의 양육과정에서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
인 생존에 관련된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서 여성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은 앞으로 정책방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항목들은 ‘나의 노후 돌봄’, ‘나와
파트너(배우자)와의 관계’, ‘인생의 불안정감 해소’,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항목들이었고, 이
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여성은 전반적으로 50%
를 넘지 않는 반면, 남성들은 60%를 전후한 응답을 보여 남성이 긍정적인 영향
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녀 모두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
답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미치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에
도 불구하고, 자녀는 삶의 즐거움을 높여줄 존재라는 인정은 청년세대가 전반
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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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93]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응답 경
향이 비슷한 ‘경제적 상황’,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가
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서 20대 여성들의 세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다소 나쁜 영향’ + ‘매우 나쁜 영향’)이 70%를 넘었고, 남녀
간의 차이가 20대 초반에서 가장 컸다.
(단위: %)

[그림 Ⅳ-94]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연령･성별): 4) 경제적 상황

236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단위: %)

[그림 Ⅳ-95]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연령･성별):
3)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단위: %)

[그림 Ⅳ-96]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연령･성별):
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세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크게
유지되는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특히 여성들의 부정
적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은 세 항목 모두 대체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간의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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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97]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학력수준･성별): 4) 경제적 상황
(단위: %)

[그림 Ⅳ-98]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학력수준･성별):
3)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단위: %)

[그림 Ⅳ-99]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학력수준･성별):
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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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녀유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별차이가 유지
되는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의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가 없는 여성들의 경우 세 항목 모두 대체로 70%를 넘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100]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자녀유무･성별): 4) 경제적 상황
(단위: %)

[그림 Ⅳ-101]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자녀유무･성별):
3)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단위: %)

[그림 Ⅳ-102]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자녀유무･성별):
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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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자녀가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자율성 측면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연령대나 학력, 자녀유무로 분리하
더라도 성별차이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름 짓는 가장 뚜렷한 구분축
이었으며, 연령대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남녀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103]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연령･성별):
2)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단위: %)

[그림 Ⅳ-104]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학력수준･성별):
2)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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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05]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자녀유무･성별):
2)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남녀의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 또 다른 항목인 ‘나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로 인해 ‘나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학력, ‘자녀가 없는’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40%를 넘었다. 반면, 남성
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연령별 큰 차
이가 없었으며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녀 차이는 극단적으로 큰 가운데 연령이 낮
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그 차이는 컸고, 특히 가장 고학력
인 ‘대학원 이상’ 학력 수준의 남녀는 자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이 서로 반대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인 과정에 대한 우려와 이후의 양육과정에서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 등으로 자녀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
지만 남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생각
의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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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06]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연령･성별): 12) 나의 건강
(단위: %)

[그림 Ⅳ-107]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학력수준･성별): 12) 나의 건강
(단위: %)

[그림 Ⅳ-108] 삶에서 자녀가 주는 영향(자녀유무･성별): 12) 나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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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를 가진 후 일 전망과 변화
‘자녀를 가진 후 일 전망과 변화’에서는 현재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청년
층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진 후에 일하고 싶은 방식과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고, 실제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갖고
나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보았다.

가) 자녀를 가진 후 희망 근무형태와 실제 근무형태 전망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2,862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진 후 원하는 근무
형태’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형태’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여성들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
축’을 희망하였고,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고 싶다는 20%를
포함하여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은 25% 수준, 시간제나 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25% 수준이었다. 남성들의 경우에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절반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
간단축’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한 비율이 30%에 가까워 상당히 높았다. ‘최
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남녀 모두 자녀를 가진 후 휴가휴직을 사용하거나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고, 특히 휴가휴직은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형태이면서 동시에 남성이 두 번째로 원하는 근무형태로 높은 선호를 보
였다.
그러나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형태’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
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은 여성들은 30%에 미치지 못했고
남성들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
로시간단축’을 원한다는 응답의 절반을 다소 넘는 수준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원하는 근무형태에 비해 ‘일을 안 하게 될 것 같다’, ‘시간제로 일할 것 같다’는
응답이, 남성들의 경우 원하는 근무형태에 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할 것
같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즉 여성은 원하지 않는 경력단절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는 인식을, 남성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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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09] 성별에 따른 자녀를 더 가진 후 원하는 근무 형태 및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 형태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자녀를 (더) 가진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에
대해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싶다’
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고, ‘일을 안 하고 싶다’ 또는 ‘시간제로 일하고 싶다’
는 비율은 뚜렷하게 낮아 휴가휴직을 쓰면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선호가 높
았다. 남성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고 싶
다’는 비중이 낮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싶다’는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30대 후반 남성들에게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 남성들
이 실제로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고려할 때, 어린 자녀가 있는 남성
들은 휴가휴직을 사용하여 가족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부각됨이 확인
된다. 즉 남녀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휴가휴직을 사용하면서 적정시간의 일
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명확하며, 실제 자녀가 있는
연령대의 남성들의 휴가휴직 선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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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10] 자녀를 더 가진 후 원하는 근무 형태(연령･성별)
‘자녀를 (더) 가진 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무형태’를
보면, ‘희망하는 근무형태’에 비해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낮고, ‘출산휴
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20대
초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의 비율이 높고 ‘출산휴
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의 비율이 낮음이 특징적이
다. 남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한 많은 시간 일하게 될 것이다’는 비율이
낮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는 비율은 높아
서,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과 남성 간의 노동경력 전망에 대한 차이는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남녀 간 근무형태 전망은 큰 차이가 존재하는 가
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은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20대 초반 여성들의 경우 휴가휴직
을 사용할 수 없고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결혼 이후의 전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 여성
들은 결혼 이후에는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녀를 가진 이후
에는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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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11] 자녀를 더 가진 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 형태
(연령･성별)

나) 자녀를 가지기 1년 전/후의 근무형태
다음으로 실제 자녀가 있는 1,635명을 대상으로 ‘자녀 임신 1년 전 근무형
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는 약
40%를 포함하여 총 70% 내외가 자녀 임신 전 전일제로 일했다고 답했으며,
‘일을 안했다’는 비율은 20% 수준이었다. 또 남성은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는 응답이 40%에 가까워 총 95% 정도가 결혼 전 전일제로 일했
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자녀 출생 1년 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전일제로 법
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는 약 25%,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을 사용했다’는 비율은 약 10%,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약 5%
수준으로 전일제 일을 유지하는 비율은 40% 수준에 머물렀고, 반대로 ‘일을
안했다’는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최대한 많은 시
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약 10% 감소하고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는 응답이 그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즉 자
녀를 가지기 전 장시간 일했던 여성들의 상당수가 자녀 출생 후 그 일을 그만
둔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가지기 전 장시간 일했어도 자녀 출생 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과 일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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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기에 휴가휴직 제도는 남녀 모두 사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일과 돌봄
을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그림 Ⅳ-112] 자녀 임신 1년 전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
학력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자녀 임신 1년 전의 근무형
태’는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일제로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
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일을 안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 출생 1년
후의 근무형태’는 여성은 모든 학력에서 ‘자녀 임신 1년 전’보다 ‘일을 안 했
다’는 응답이 30%정도 높아, 학력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은 전체적으로 일하
는 비율을 약 30%포인트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한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남성은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출생 후에 오히려 ‘최대한 많
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비중이 는 반면,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
인 경우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한 비율은 오히려 줄고, ‘법정 근로시간
에 맞추어’ 일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 육아
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여성은 저학력
일수록 임신 전부터 취업률이 낮은 경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녀출생 후에는
모든 학력에서 취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자녀출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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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은 학력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남녀 모두 휴가휴직은 고학력일수록 사용
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결혼 1년 전의 근무형태는 대
체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일제로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여
성은 결혼 1년 후 ‘일을 안 했다’는 응답이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결혼 전 장시간 일하다가 결혼 후 일을 그만둔 것은 대부
분 저학력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결혼 후 전반적으로 장시간 근로는 줄고, 법정 근로시간 근무는 늘어
나서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근무시간이 감소했다.
(단위: %)

[그림 Ⅳ-113] 자녀 출생 1년 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학력수준･성별)
(단위: %)

[그림 Ⅳ-114] 자녀 출생 1년 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학력수준･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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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이와 함께 식당･공공장소 외출의 어려움, 아이로 인한 이웃과의 마찰, 아이
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불편,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위험, 동네의 놀
이공간 충분성 등에 대해 청년층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문제’, ‘식당･공공장소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여성의 약 70%가, ‘위험한 도로’, ‘동네 놀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55%가, ‘이웃과 소음문제’의 경우에는 여성의 약 40%가 ‘그렇다(‘그렇다’ + ‘매
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들의 경우 앞의 네 항목에 대해서는 약 40~50%
가, ‘이웃과 소음문제’의 경우 약 30%가 ‘그렇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응
답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생활환경이 아동친화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단위: %)

[그림 Ⅳ-115]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1) ~ 5)
이러한 경향을 자녀가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자녀 여
성들보다 무자녀 여성들이 오히려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문제’, ‘식당･공공장소에서 어려움’, ‘이웃과 소음문제’ 등
의 항목에서 무자녀 여성들의 동의 비율(‘그렇다’ + ‘매우 그렇다’)이 유자녀 여
성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 식당과 공공장소, 이웃은 자녀유무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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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로, 자녀가 없는 여성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아이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는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이 개인의 생활공간과 관계를 얼마나 제약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무자녀 여성들이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녀를 선택하기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116]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자녀유무･성별):
1) 아이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울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준다
(단위: %)

[그림 Ⅳ-117]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자녀유무･성별):
2) 이웃은 아이들이 소음을 일으키면 참지 않는다
(단위: %)

[그림 Ⅳ-118]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자녀유무･성별):
3) 어린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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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19]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자녀유무･성별):
4) 도로 위 차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단위: %)

[그림 Ⅳ-120]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자녀유무･성별):
5) 동네에 아이들이 놀만한 충분한 놀이공간이 없다

바. 가치관과 미래계층 전망
1) 10년 뒤의 삶 전망: 현재와 부모님 세대와의 비교
청년층이 10년 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
재’, ‘부모님 세대’와 10년 뒤를 각각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생길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10년 뒤 삶은 지금보다 경제적으
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는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60% 정도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10년 뒤 삶은 부모님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여성(52.9%)과 남성(51.7%)
모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더 많았다. 즉 청년층은 10년 뒤의 경제적 수준
이 지금보다는 나아질지 몰라도 그것이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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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21] 10년 뒤의 삶 전망: 경제적 차원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먼저 ‘10년 뒤와 현재’를 비교한 경우에는
남녀 간의 차이보다는 20대와 30대 사이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10년 뒤
삶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20대 초
반’은 약 70%, ‘20대 후반’은 약 65%, ‘30대 초반과 후반’은 60%에 못 미쳐
서, 20대가 30대보다는 미래의 경제적인 수준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122] 10년 뒤의 삶 전망(연령･성별):
1)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252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다음으로 ‘10년 뒤와 부모님 세대’를 비교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높은 ‘30대 후반’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10년 뒤 삶은 부
모님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20대 후반’ 여성(56.6%)과 남성(60.5%)이 가장 부정적으로 전
망했다. 즉 20대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는 미래의 경제적인 수준을 30대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30대 보다 부정
적으로 전망했다.
(단위: %)

[그림 Ⅳ-123] 10년 뒤의 삶 전망(연령･성별):
2) 부모님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10년 뒤 ‘시간적 여유’의 경우에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50 대 50
으로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부정적인 전망이 여성(51.0%)
과 남성(54.8%) 모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더 많았고,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이 여성(51.9%)과 남성(51.2%) 모두 절반을 조
금 넘는 수준으로 더 많았다. 즉 청년층은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지만 부모님 세대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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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24] 10년 뒤의 삶 전망: 시간적 차원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먼저 ‘10년 뒤와 현재’를 비교한 경우에는
30대 후반의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반해, 30대 초반
부터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지금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래의 시간적 여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125] 10년 뒤의 삶 전망(연령･성별):
3) 지금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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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0년 뒤와 부모님 세대’를 비교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20대 초
반과 후반’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반해, ‘30대 초반과 후반’
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도 20
대가 30대보다 미래의 시간적 여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현재 20대 청년층은 10년 뒤 생활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도 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 %)

[그림 Ⅳ-126] 10년 뒤의 삶 전망(연령･성별):
4) 부모님 세대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청년층의 10년 뒤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전망은 무엇보다 20대가 처한 어려
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20대는 30대에 비해 경제
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경제적 현실,
즉 저성장, 청년실업, 취업경쟁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제 호황기 세대의 삶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20대가
처한 이런 어려운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와
같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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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차별 인식
청년세대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을 느끼는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가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본인을 페미니스트
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성별로 태어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
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
각하다(‘매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매
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은 청년 여성들의 경우 각각 약 75%
수준이었으며, 청년 남성들의 경우 각각 약 35% 수준으로 남녀 차이가 매우 컸
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30%, 남성의 약
1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
금 성별로 태어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약 50%, 남성의 약 60%가 ‘그
렇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들은 청년세대의 젠더감수성과 관련한 여러 단면들을 보여준
다. 청년 여성들의 경우 성차별이 일상에 존재한다는 인식은 보편화되어 있
고 그중 거의 절반은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식화되어 있으며, 차별이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청
년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인지도는 훨씬 낮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청년 남성들의 1/3은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
고 있으며, 10%는 ‘페미니스트’라는 선언을 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젠더감수성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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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27] 일상생활 여성 차별 여부 [그림 Ⅳ-128] 우리 사회 여성 혐오의
심각성

[그림 Ⅳ-129] 페미니스트 여부

[그림 Ⅳ-130]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성별로 태어나고 싶은지 여부

남녀의 차이가 보다 부각되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은 ‘20대 후반’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비
해, 남성은 ‘30대 초반’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남녀 간의 인식 차이는 ‘20대 초반’이 가장 크고 ‘30대 후반’이 가장 작았다.
대체로 성차별 인식과 관련하여 20대 초반은 가장 큰 남녀차이를 보이는 가운
데 새로운 성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실험적 세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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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31]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여부(연령*성별)
(단위: %)

[그림 Ⅳ-132]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의 심각성 여부(연령*성별)

3) 성역할 가치관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가치관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질문하였고, 특히
기존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문항을 다수 포함
하여 조사하였다. 총 25개 문항 중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3개 문항을 제외
하고, 22개 문항을 서로 관련성이 높은 세 분류로 묶어서 제시하였다.10)
10) 성역할태도와 관련되어 조사한 25문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3요인으로 고정한 주
성분분석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제시하였다. 9번(‘자녀는 엄마와 아
빠가 다 있어야 행복하게 자란다’), 11번(‘자녀는 성년이 되면 독립된 삶을 시작
해야 한다’)은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문의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가족내 성역할과 관련이 없는 15번 문항도 제외하고 설명하였다. 주성분분석결
과 서로 관련성이 높은 16, 17, 18, 19, 20, 21, 24 문항은 ‘평등적 태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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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등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평등적
태도’와 관련한 항목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는데, 청년층의 성역할 평등에 대
한 동의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양육･가사참여와 관련하
여 ‘아빠는 엄마만큼 자녀양육에 깊게 참여해야 한다’,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그렇다’ + ‘매우 그렇
다’)’는 응답이 80% 수준에 달했으며,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일하는 것은 여
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그렇다’ + ‘매우 그렇다’) 비율도
70%에 가까웠다. 한편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동의도는 낮았지만 ‘아빠
는 엄마만큼 자녀양육에 깊게 참여해야 한다’는 65%,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
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 한다’는 60%,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와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에 대해서는 45%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서 동의(‘그렇
다’ + ‘매우 그렇다’) 비율은 5점 척도에서 중립(‘보통이다’)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이다’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을 고려할 때 동의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청년세대 내
에서 평등한 성역할은 어느 정도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
게는 상당히 강력한 규범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3, 4, 10, 12는 ‘탈제도적 태도’로, 5, 6, 7, 8, 13, 14, 22, 23, 25 문항은
‘전통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1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문항들로
분류하여 기술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본 연구의 후속연구인 2차년도에 심화분석
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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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33] 성역할에 대한 인식: 평등적 태도 관련 문항
반대로 ‘전통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태도’
와 관련한 항목들에 대한 동의도는 ‘평등적 태도’와 관련한 항목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전형적인 ‘전통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인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항목이
나 한국형 모성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
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항목에 대해 에 대해 남녀 모두 동의(‘그렇
다’ + ‘매우 그렇다’) 비율은 반대(‘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보
다 낮았고, 남녀 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또한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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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 ‘남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여성의 동의는 약 10%이나 반대는 60~70% 수
준에 달했으며, 남성 또한 동의 수준이 20%에 약간 못 미쳤으나 반대는 45%
를 상회하여 압도적으로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
태도 측정 중심의 성역할 태도 문항으로는 더 이상 청년세대의 다양성을 관찰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세대들의 성역할 가치관에서 결혼과 자녀,
전업주부는 더 이상 규범이 아니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 더 압도적이었지
만 남성에게도 분명하였다.
(단위: %)

[그림 Ⅳ-134]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전통적 태도 관련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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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성역할에 대한 ‘평등적 태도’와 기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태도’
를 묻는 항목 외에, 전형적인 제도적 가족형태를 벗어난 가족형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항목들이 있고, 이들을 ‘탈제도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자녀가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해도 괜찮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동성애 커플도 이성애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결혼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비혼모로 혼자 출산
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괜찮다’, ‘결혼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의 항목으로,
여성들은 ‘자녀가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해도 괜찮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의 항목에 대한 동의도가 매우 높았고, 남성들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항목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다. 즉
남녀 모두 동거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이혼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청년세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등한 성역할을 규범
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혼, 자녀, 전업주부에 대한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혼인과 관련해서도 동거나 이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수용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적 인식이 자신의 삶에서의 선택
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서는 수용하더
라도, 그러한 수용성은 본인의 삶에서의 적극적 선택과는 다른 차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청년세대들이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수용성이 높아진 것은 향후 청년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다양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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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35] 성역할에 대한 인식: 탈제도적 태도 관련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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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책적 대응
1) 일자리 우선순위와 정부책임영역 인식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정책적 대응과 관련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를 조사하였다. 우선 일자리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은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
리 대책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동의도(‘그렇다’ + ‘매우 그렇다’)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는 여성은 10% 미만, 남성은 25% 수준으로 낮았고, ‘젊은 사람 우선’에 대한
동의도는 40%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유자녀 우선’에 대한 동의도도 30%
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일자리 우선성에 대해 남성의 동의
도가 더 높은 가운데, ‘남성 우선’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의 비율
(여성 8.5%, 남성 23.0%)보다는 반대 비율(여성 64.9%, 남성 36.3%)이 높았
고, 특히 여성들의 반대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공정
성의 가치에 익숙한 청년세대, 특히 청년 여성들이 더 이상 성별에 근거한 일
자리 우선순위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136] 일자리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64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의 반대(‘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20대 초반 연령대의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137] 일자리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연령*성별):
1)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 대책의 우선순위는 ‘여성’보다 ‘남성’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태도, 즉 정부책임 영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
와 관련된 정부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
공’,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지원’,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지원’, ‘빈부 소득격차 완화’ 등 다섯 가지 영역이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청년세대는 전체적으로 정부역
할에 대한 동의도가 낮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동의도가 더 높았
다. 동의도가 높은 순서는 ‘소득격차 완화’, ‘의료서비스’, ‘노인 지원’, ‘실업자
지원’, ‘일자리 제공’의 순서대로 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
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였다. 특히 ‘소득격차완화’, ‘의료서비스’, ‘노인’에
대한 지원은 여성은 약 75%, 70%, 60%, 남성은 약 65%, 65%, 55%에 달하
였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동의도가 5~10% 사이에서 더 높았는데, ‘실업자
지원’에 대해서만 남성의 동의도가 다소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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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38] 정부책임 영역에 대한 인식: 1) ~ 5)
다음으로 돌봄과 관련한 세 가지 항목으로,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것’, ‘학령
기 아동을 방과후에 돌보는 것’,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것’이 정부책임
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돌봄에 대해서도 청년세대들은 대체로 정부책임의 범위
에 동의하는 편으로,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동의도가 더 높았다. 동의도가 높은
순서는 남녀 모두 ‘노인’(여성 약 60%, 남성 약 55%), ‘영유아’(여성 약 50%,
남성 약 40%), ‘취학아동’(여성 약 45%, 남성 약 35%) 순서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동의도가 5~10% 사이에서 더 높았다.
(단위: %)

[그림 Ⅳ-139] 정부책임 영역에 대한 인식: 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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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빈곤한 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빈곤한 대학생’,
‘빈곤한 유자녀 가족’, ‘빈곤한 노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각기 정부
책임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대체로 정부책임
이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들의 동의도가 더 높았다. 동의도가 높은
순서는 여성은 ‘노인’ 약 60%, ‘유자녀가족’ 약 55%, ‘대학생’ 약 40%로 나타
났으며, 남성들의 경우 ‘유자녀가족’ 약 55%, ‘노인’ 약 50%, ‘대학생’ 약 40%로
남성들이 빈곤한 노인에 대한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위: %)

[그림 Ⅳ-140] 정부책임 영역에 대한 인식: 9) ~ 11)

2)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동의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조사하였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문제화하
는 두 가지 방식, 즉 ‘출생아 수 감소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얼마나 심각
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생산인구 감소’보다는 ‘아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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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듦’이라는 방식의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으며, 특히 여성들은
‘아이 키우기 힘듦’ 문제에 대한 동의가 훨씬 높았다. 여성들이 ‘생산인구 감
소’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0% 수준이었으나, ‘아이 키우
기 힘듦’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비율은 65%로 두 배 이상 동의도가 높았
다. 남성들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비율은 약 50%,
‘아이 키우기 힘듦’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단위: %)

[그림 Ⅳ-141]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출생아 수 감소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동의도가 남성보다 훨씬 낮았고, 특히 20대 여성들
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도 30%에 달하였다. 반면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
으며, 20대 여성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생산인구 감
소’보다는 ‘아이 키우기 힘듦’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가
운데, 특히 20대 여성들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동의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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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았지만, ‘아이 키우기 힘듦’의 심각성에는 크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해
청년 여성들에게는 ‘나라의 인구학적 위기’라는 방식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

[그림 Ⅳ-142]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연령･성별)
(단위: %)

[그림 Ⅳ-143]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연령･성별)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새로운 기본계획의 보완판에서 이와 같이
목표를 전환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환에 대해 청년
들이 얼마나 동의하는가, 즉 정책의 목표를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출산
율 1.5’에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얼마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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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 ‘매우 동의한
다’)’는 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남성들(65.0%)보다 여성들(85.8%)이 훨씬
높은 동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Ⅳ-144]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에 대한 인식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
데 ‘20대 초반’, ‘20대 후반’ 여성들이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 전환이 자녀갖기에 가장 부정적인 20대
여성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향 설정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145]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에 대한 인식
(연령･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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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8가지 항목은 2개씩 대응을
이루도록 구성된 항목이다. 첫 두 항목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태도,
다음 두 항목은 제도적 혼인과 양육과의 연계에 대한 동의도, 다음 두 항목은
출생아 숫자에 따른 지원 차등화에 대한 동의도, 마지막 두 항목은 여성의 몸
에 대한 지원에서 ‘임신과 출산’과 함께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지원필요성
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두 항목의 경우, ‘남녀 모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남녀 모두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직까지 ‘남성 생계부
양자 모델’에 근거한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지만(남녀 모두
‘필요하다’ 40% 수준),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모델에 대한 동의는 80%를
넘어 두 배에 달했으며, 특히 여성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가깝게 높게
나타나 압도적이었다.
다음 제도적 혼인과 양육 간 연계에 대한 두 항목의 경우, 남녀 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여성들은 ‘결혼에 관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에 대해 60%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40% 수준이었다. 반면 남성은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결혼에
관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50% 수준으로 응
답하였다. 즉 여성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낮은
반면, 남성은 아직까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편이었다.
출생아 숫자에 따른 지원 차등화에 대한 항목은 남녀 모두 ‘첫째 아동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게서 보다 분명하였다.
여성의 70%가 첫째 아동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다자녀 가구
우선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를 다소 넘는 수준이었다. 남성의
경우 첫째 아동부터 지원은 60% 수준,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은 50%를 넘는
수준으로 여성과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는 두 항목의 경우, 남녀 간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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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 지원에 대한 동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는 반
면,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훨씬 낮았다.
(단위: %)

[그림 Ⅳ-146]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 1) ~ 8)
구체적으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두 가지
문항과 ‘임신과 출산’ 및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묻는 문항
에서 연령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관련된 정책방향의 경우, 특히 20대 초반 여
성들의 응답이 두드러졌다.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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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응답이 40%를 넘었으며(41.5%), 반대로 ‘남녀 모두 일하면서 아
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를 넘었다
(91.4%). 다른 집단에서도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높아 모든 연령대 여성들의 80% 이상
이, 모든 연령대 남성들의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단위: %)

[그림 Ⅳ-147]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연령･성별):
1)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단위: %)

[그림 Ⅳ-148]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연령･성별):
2) 남녀 모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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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임신과 출산’ 및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묻는 문항
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이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30대의 겨우 남녀 모두 70%에 가까운 동의도를 보였지만,
20대의 경우 남녀 모두 동의도가 낮았고, 특히 20대 여성들의 동의도는 60%
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대로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
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동의도가 높은 가운데, ‘20대 초반’ 여성의 80%,
‘20대 후반’ 여성의 7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고 응답하
여 압도적인 동의도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0대보
다 20대에서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20대 여성들은 ‘임신과 출
산이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보다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을 지원하는 정
책’에 강력히 동의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만을 확대하여 지원을 부각하는 것은
그 정책적 필요성과 별개로 20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음
을 시사한다,
(단위: %)

[그림 Ⅳ-149]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연령･성별):
7) 임신과 출산이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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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Ⅳ-150]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연령･성별):
8)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을 지원하는 정책

3. 소결
여기서는 양적 자료를 통해 2030 청년들의 일과 가족을 둘러싼 생애전망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젠더적 차원에 주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N포 세대’ 담론에 대해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포
기’라는 측면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 크게 동
의하는 반면 남성들은 ‘포기’라는 측면에 대한 동의도는 높지만 ‘선택’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훨씬 낮았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정환경’, ‘학벌’, ‘성별’ 등으로 인한 격차로 인해 기회가 공
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성별로 인한 격차’
에 대해서는 여성은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반면 남성의 동의도는 높지 않아 성
별 간 큰 인식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둘째, 청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에 대한 비중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
로 청년들은 일, 개인생활, 파트너십, 자녀 순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일’과 ’개인생활’
에 부여한 점수가 다소 높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파트너십’과 ‘자녀’에 부여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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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분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노동중심적 생애과업에, 여성들은 가족
중심적 생애과업에 비중을 크게 둘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 청년 여성들은 동
년배 남성들보다 더 노동중심적 생애과업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 생애과업의 비중인식에 대해 남녀차이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역전되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중심적 일대기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들은 오히려 노동중심적 일대기에 큰 비중을
둠으로써 가족중심적 일대기에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30 세대의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 간의 차이
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비취업 비율이 40%를 넘고, 정규
직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그치며,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자녀가 있는 남성에 비해 훨씬 높으며, 사회보험 가입율도 훨
씬 낮게 나타난다. 이들 유자녀 여성 집단은 ‘빠른 취업’에 대한 규범적 압력을
행사하는지와 관련해서 규범적 압력이 명확하게 낮은 집단이기도 하였다.
반면 자녀가 있는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80%에 달하며, 중기업 이상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자녀가 있는 청년 남성들은 대다수가 장시간 근로하며, 주
52시간 이상 초장시간 근로하는 비율도 25%에 가까웠다. 즉 자녀가 있는 경
우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일하더라도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
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들은 안정적이고 사회적 보호수준
이 높은 일자리에서 초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남성
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중심부 일자리’로서, 한국사회의 특징인 초장시간 근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청년 여성에게 이와 같은 장시간근로는 물리
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며, 반대로 자녀가 있는 청년 남성은 장시
간 노동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할 시간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2030 세대의 취업 상태는 자녀가 없는 경우 지표상으로 큰 격차는 발
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없을 때도 이미 여성들은 소기업이나 개인사업
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들은 중기업 이상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일자리 만족도에서 여성
들은 ‘충분한 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던 반면,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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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한과 적성’, ‘성취감’, ‘사회적 인정’,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남성이 ‘직장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기를 계발시킬 수 있다’,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반대로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목들의 경우, 급여나 초과수당을 제때 또는 정해진 만큼 받지
못한 경험도 10~30%,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 또한 10~20%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30대 청년들에 대해 심
각한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성적인 폭력과 관련된 항목 외의
급여체불이나 지급 연기, 폭력경험 등은 남성의 경험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
다. 결국 여성들의 일자리는 근무조건은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주변부 일자리이고, 남성들의 일자리는 부당한 처우의 위험이 더 높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심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유배우가 아닌 응답자를 제외한 4,023명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여성은
43.1%, 남성은 34.0%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들은 결혼 의향이 유독 낮은 집단이었다.
동일한 응답자에게 결혼의 전제조건과 관련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
사한 결과, 여성은 평등한 관계를 위한 상대방의 노력(‘파트너의 공평한 가사
분담’, ‘명절･제사 등 파트너 집안의 행사부담’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남
성의 경우 ‘나의 일’, ‘나의 건강’과 같이 자신의 자질을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섯째, 청년층은 결혼이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 여가, 건강 등 11개의 항목에 대한 결혼의 영향을 물
어보았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원하는 취미･
여가를 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여성의 응답률(52.8%, 52.1%)이 남성
(43.0%, 45.6%)보다 더 높아서 여성은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결혼이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일･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결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남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결혼이 일･직업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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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서는 남녀가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배우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결혼 후 일
하는 방식으로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전일제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는 성
별과 무관하게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결혼 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무형태’에서는 남녀 모두 결혼 후 실제로 일하게 될 방식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유배우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일
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20% 이상 감소한 만큼 ‘일
을 안 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남성은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는 응답이 약 15% 감소한 만큼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즉 결혼 전 장시간 일했던 여성들은 결혼 후 그 일
을 그만둔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전 똑같이 장시간 일했어도 결혼 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향후 ‘자녀를 가
질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여성은 61.4%, 남성은 52.0%로 여성의 비율이 남
성보다 더 많았다. 앞서 결혼 의향의 남녀 차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결혼과 자
녀를 더 원하는 것은 남성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20대 초반 여성들의 응답
은 자녀를 가지는 데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70%에 가까운 여성
들이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같은 연령대 남성들과
15% 수준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과 관련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
한 결과, 여성들의 경우 파트너(배우자)의 적극적 양육･가사참여와 평등한 관
계를 위한 노력(‘파트너의 양육참여’, ‘공평한 가사분담’, ‘파트너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경제적 요인이나 본인의 일･가족양립 여건보다도 중요한 요인으
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나보다 나은 삶’, ‘나
의 경제적 준비’, ‘나의 안정적인 일’, ‘안정적인 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남녀간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니지만 남녀 모두 60% 이상이 중요

278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하다고 응답한 항목이 여성의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항목(여성의 경우 ‘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나의 근무유연성’, 남성의 경우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
휴직’, ‘파트너의 안정적인 일’, ‘파트너의 근무유연성’)임은 주목할 만한 결과
이다. 남녀 모두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일하고 여성은 돌보는
모델’에서 ‘남녀 모두 일하는 모델’로 청년층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타의 수당이나 서비스 등 정책적 과제들에 비해 이 응답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일생활균형이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된다.
서비스와 수당 등 정책적 방향과 관련한 항목들은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책수단과 관련한 응답
에서 여성들은 일회성 현금･수당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
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아동수당’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여덟째, 청년층은 자녀가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 여가, 건강 등 13개의 항목에 대해 자녀가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경제적 상황’,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이 ‘경제적 상
황’,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70%를 넘어섰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60%를 넘어 남성의 부정적 응답에 비해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자녀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자
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이 가장 높은 부정적 응답을 한 항목 중 하나인 ‘원하는 일･직업
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70%에 가까운 부정적 응답을 한
데 비하여 남성들의 경우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자
녀가 개인의 일･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녀가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항목은 ‘나의 건강’으로,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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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약 40%가 자녀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남성들
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하였다. 이는 임신
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과정에 대한 우려와 이후의 양육과정에서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
인 생존에 관련된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서 여성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은 앞으로 정책방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남녀 모두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미치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삶의 즐거움을 높여줄 존재라는 인정은 청년세대가 전반적
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가진 후
원하는 근무형태’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형태’를 질문한 결과,
남녀모두 자녀를 가진 후 휴가휴직을 사용하거나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고, 특히 휴가휴직은 여성은 가장 선호하는
근무형태였으며 남성은 두 번째로 원하는 근무형태여서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형태’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
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은 여성들은 30%에 미치지 못했고
남성들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
로시간단축’을 원한다는 응답의 절반을 다소 넘는 수준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원하는 근무형태에 비해 ‘일을 안 하게 될 것 같다’, ‘시간제로 일할 것 같다’는
응답이, 남성들의 경우 원하는 근무형태에 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할 것
같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즉 여성은 원하지 않는 경력단절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는 인식을, 남성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앞서 결혼 이후의 전망과 연결해보면, 여성들은 결혼 후
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자녀를 가진 후에는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 임신 1년 전 근무형태’를 조사
한 결과, 여성은 총 70% 내외, 남성은 총 95% 정도가 결혼 전 전일제로 일했
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자녀 출생 1년 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전
일제 일을 유지하는 비율은 40% 수준에 머물렀고, 반대로 ‘일을 안했다’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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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
념했다’는 응답이 약 10% 감소하고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
다’는 응답이 그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즉 자녀를 가지기
전 장시간 일했던 여성들의 상당수가 자녀 출생 후 그 일을 그만둔데 반해, 남
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가지기 전 장시간 일했어도 자녀 출생 후 일자리를 유지
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과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휴가휴직 제도는 남녀 모두 사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일과 돌봄을 재분배하
는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홉째, 청년층은 10년 뒤의 경제적 수준이 지금보다는 나아질지 몰라도 그
것이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시간적인 여
유에 대해서는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지만 부
모님 세대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층의 10년 뒤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전망은 무엇보다 20대가 처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20대는 30대에 비해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
지만,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경제적 현실, 즉 저성장, 청년실업,
취업경쟁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경제 호황
기 세대의 삶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열 번째, 청년세대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청년 여성들
의 경우 각각 약 75%, 청년 남성들의 경우 각각 약 35% 수준으로 남녀 차이
가 매우 컸다. 특히 성차별 인식과 관련하여 20대 초반은 가장 큰 남녀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성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실험적 세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가치관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질문하였고, 특
히 기존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문항을 다수 포함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년층의 성역할 평등에 대한 동의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양육･가사참여(‘아빠는 엄마만큼 자녀양육에 깊
게 참여해야’,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야’)에 대한 동의율은
80% 수준에 달했으며, 여성의 일(‘일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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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도 70%에 가까웠다. 한편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동의도는 낮았지
만 ‘아빠는 엄마만큼 자녀양육에 깊게 참여해야’는 65%, ‘이제는 가족을 부양
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는 60%,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
야’와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서는 45%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청년세대 내에서 평등한 성역할
은 어느 정도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규범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항목들을 통해서
도 결혼, 자녀, 전업주부에 대한 규범에서 벗어나 있으며, 제도적 혼인과 관련
해서도 동거나 이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수용적이었다. 이와 같은 규범적 인
식이 바로 자신의 삶에서의 선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수용성 증대는 향후 청년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열한 번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생산인구 감소’보다
는 ‘아이 키우기 힘듦’이라는 방식의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으며, 특
히 여성들은 ‘아이 키우기 힘듦’ 문제에 대한 동의가 훨씬 높았다. 저출산 정책
의 정책방향 전환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남성
들(65.0%)보다 여성들(85.8%)이 훨씬 높은 동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해 청년
여성들에게는 ‘나라의 인구학적 위기’라는 방식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정의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대응정
책의 방향과 관련한 8가지 항목은 2개씩 대응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남
녀 모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보다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모델’에 대해,
출생아 수에 따른 차등지원보다는 첫째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높
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 특히 20대 초반 여성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한편 제도적 혼인과 양육과의 연계에 대한 동의도와 ‘임신
과 출산’을 넘어 ‘임신중단’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제도적 혼인과 양육 간 연계를 낮추고, ‘임신과
출산’을 넘어 ‘임신중단’에 대한 지원까지 필요하다는 데 동의도가 높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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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아직까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높고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낮았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여성들에게 결혼하여 일을 멈추고 양육을 하는 방향의
정책메시지는 설득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하여 메시지
를 전달하는 것은 정책불균형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청년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은 가족중심적 생애과정보다 노동중
심적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
은 한국사회에서 충실히 실현되기 쉽지 않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여성들은
발전가능성이 낮고 주변적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가 생기면
남녀 간의 일자리의 수준은 확실하게 벌어지고 여성의 노동중심적 생애과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등한 파트너십이 전제될 경우에만 결혼과 자녀갖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와 같은 평등한 관계에 대한 적
극적인 생애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평등한 파트너
십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 여전히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하다고 느끼며, 이 속에서 가족중심적 생애과업이 노동생애를
흔들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은, 동년배 남성들보다 결혼과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대 여성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남성들도 더 이상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모델보다 남녀가 함께 일
하는 모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남성의 양육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비율도 높은 점은 앞으로의 변화방향에 긍정적
인 신호로 해석된다.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경쟁환경에서 합리적 공정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현재의 청년세대에게 성평등 가치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식화되지 않
았더라도 내면화되어 있으며, 역할에 기반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은 고유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이었다. 이들은 결혼과 자녀갖기 의향이 가장 낮고, 주변으로부터 결혼이
나 자녀갖기에 대한 규범적 압력도 가장 낮았으며, 동거에 대해서도 가장 수용
적이었다. 또 일에 대한 전망도 결혼이나 자녀와 무관하게 계속 전일제로 일하
는 ‘남성적’ 취업경로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청년층의 친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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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성과 남성 간의 뚜렷한 차이, 즉 ‘젠더화된’ 특징
이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김영미(2016a)의 주장처럼,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성평등주
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성들은 쉽게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
능성이 높음을 함축한다.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개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면, 정책은 여성들의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이 실현
될 수 있는 정책적, 규범적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들이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가휴직제도의 활용을 원하고 있지
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안정적 일
자리를 가진 고학력층에서 이용비율이 더 높았다. ‘인생의 혼잡시간대(the
rush hour of life)(Tremmel, 2009; 김영미, 2016b: 47에서 재인용)’에 노
동시간과 돌봄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고,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의 실현을 위해 친밀성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
장’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은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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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전망에 대한 젠더분석에 기반하여 당사자 관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본 연구는 2차 년도로 기획된 연구의 전반부로서 청년층의 생애전망과 정
책인식에 대한 실태 연구와 정책진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은 최근
정책들에서 연령상한을 높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길게는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청년층을 만 20세~39세 연령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최근의 청년세대는 경쟁에서의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된 세
대(김홍중, 2009)로 자주 언급되지만, 계층별, 지역별 차이도 목격되고 있다
(정수남 외, 2012; 최종렬, 2017). 최근의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
화 중 하나는 젠더 측면의 변화로 보이며, 과거 ‘남성의 노동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과정’이 해체되고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중요
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순미, 2014).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된 생애전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면, 청년세대,
특히 청년 여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김영･황정미, 2013) 상황에서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김영미, 2016a).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내용을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고 확장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참여와 가
족형성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청년층에 대한 초점집단인
터뷰(FGI)를 통해 졸업과 취업, 결혼, 자녀 출산 등 ‘청년기’ 이행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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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향후 생애전망,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셋째,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구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
민국 정부, 2015) 및 ‘수정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보건복지부, 2019)의 정책담론을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하여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각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년층 생애전망의 변화: 2030 세대 추이 분석
본절에서는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11)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형성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탐색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세대로 올수록 유배우율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져서, 80년
대 초반 출생코호트, 즉 현재 30대 후반 여성은 30대 초반에 고용률과 유배우율이
모두 60% 내외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즉 현재의 2030 세대 여성들
은 결혼해도 고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청년기의 생애과정
이 가족중심 생애과정에서 보다 노동중심 생애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순미,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결혼 및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에서는 최근의 2030 세대에게 결혼규범
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비혼동거에 대해서도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지만,
비혼출산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결혼에 대한 동의는 제한적이었다. 황정미
(2018: 32)는 이러한 경향을 단순한 전통적 결혼규범에 대한 동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없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최근의 2030 세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며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계
없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더 분명하지만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넷째, 계층이동 전망은 최근으로 올수록 긍정적인 전망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11) KOSIS는 셀별로 정확한 사례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본 소결에서 제시하는 사회
조사의 값들은 각 성별의 20대와 30대 응답률을 단순평균한 것이다. 원자료를
분석할 경우 각 연령대의 사례수에 따라 평균값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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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5년에 분절적으로 크게 긍정적 전망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요컨대,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은 ‘가족중심 생애과정’에서 ‘노동중심 생애
과정’으로 이동해 왔으며, 이제 ‘노동중심 생애과정’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노동생애’가 더 중요한 시대에 결혼규범이나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급속한 속도로 해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
여성들에게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 남성들에게도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젠더질서와 대안적 친밀성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10년 전의 청년세대에 비해 계층이동 가능성을 훨씬 어둡게 예측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원 없는 결혼이나 결혼제도를 거치지 않는 출산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이 실험하고자 하는
대안적 친밀성이 현실화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년층의 생애전망 이야기: 비혼 2030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연구에 참여한 4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애 경험과 전망을 표현하는 이야
기들에서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영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인화는 탈현대사회(혹은 2차 근대)의 핵심을 포착하는
이론적 개념인 동시에, 20세기 후반 이후 가속화된 가족 다양성의 확대를 설
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Beck & Beck-Gernsheim, 2002;
Wall et al., 2010: 162). 이 장에서 분석하는 청년들의 생애 이야기라는 맥락
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시켜 본다면, 개인화는 21세기 사회의 장기화되고 연장
된 성년 이행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개
별화된 선택가능성과 삶의 다양한 잠재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확장되지만, 다
른 한편으로 자원이 부족한 삶을 스스로 해결하며 조직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김영･황정미, 2013; Roberts, 2010: 139; Woodman,
2010: 742).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삶에서도 취업과 경력, 친밀성과 가족형성에서 가
장 중요한 단위는 ‘나 자신’이었고, 생애전망은 기본적으로 개인화의 틀 위에
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생애단계(학생/취업준비/취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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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 중심’의 삶을 전망하는 내용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우선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취업준비생들은 향후 자신의 10년에서 가장 중
요한 일로 ‘취업’을 꼽았으며, 여성 직장인들은 ‘경제적 독립과 자산형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과거 여성들의 생애전망에서 취업과 경력은 결혼이나 가족생활
에 맞추어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연구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은 일과 경력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삶의 과업으로 생각하
고 있다. 여성 참여자들은 이른바 노동시장 일대기, 개인화된 경력을 당연시하
면서 기존의 가족규범이 자신의 삶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민감한 인식을
나타냈다. 결혼보다는 일이 우선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생각하기 힘들
다는 태도, 더 나아가 다수의 여성들이 비혼주의를 자처했다.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결혼이나 자녀 양육은 취업･경력 추구와 갈등을
빚는 희생 내지 비용 요인으로 표현된다.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가족 규범에 순응하기 보다는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낫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개인화된 생애전망에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가족 관습, 기혼
여성을 우대하지 않는 직장문화 등 젠더 불평등이 현실적 문제로 등장한다. 독
립, 비혼, ‘하고 싶은 일 하기’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개인화된 전망은 한국 사
회에 구조화된 불평등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혹은 내 삶의 위협 요인들을 넘어
서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인 것이다.
이와 달리, 남성들의 이야기에서 개인화는 경제적 문제, 경쟁적 취업시장에
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치우쳐 있다. 한국 사회의 남성성 규범을 대부
분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 참여자들은 취업을 인생의 필수 과업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 이야기는 경쟁을 뚫고 안정적 생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남
성의 경제중심적 개인화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고졸 취준생
에게서는 취업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거나, 취업 성공
은 이미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최소한의 삶을 지속하는 대안으로 자신
의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대안적 스토리가 발견된다.
남성 대학생이나 대졸 취준생들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 참여자들과는 달리
안정된 취업 이후에는 결혼, 자녀 양육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존의 결혼과 연애 문화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으며,
‘연애를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현재의 상태가 자신이 취업에 성공하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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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되면 극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 취업자
중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
결혼할 여성의 직장 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기존의 가족규범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맞벌이는 필수, 결혼해도 자녀 양육은 별도의 문제
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성년 이행이 지연되고 취업준비가 장기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건 위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개인화된 생애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여성 청년들의 시선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단지 청년 실업으로 인한
성년 이행의 지체,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부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개인화된 생애 전망 속에서 살아가는 2030 여성들은 경제적 차원뿐 아니
라 문화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친밀성을 희
망하지만, 기존의 연애와 결혼 문화에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생애 경로를 전제로 필요한 지원
(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저출산 정책은 남성의 전형적인 생애전망
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권유하는 식의 정책은 여성들에게는 설
득력을 갖기 어렵다. 많은 여성 참여자들은 경력 추구의 과정에서 불평등한 노
동시장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안
일과 돌봄 노동을 동시에 하려면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불평등
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고 있다. 개인화된 생애 전망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젠더 불평등이 여성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
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 2030 세대의
일･친밀성･정책인식
여기서는 2030 청년들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일과 가족을 둘러싼
생애전망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젠더적 차원에 주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청년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가족중심적 생애과정보다
노동중심적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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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의 다양한 과업 중에서 청년 여성들은 ‘파트너십’과 ‘자녀’보다 ‘일’과
‘개인생활’에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들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두게 되더라도 적정
시간 일하고 휴가휴직을 쓰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은 한국사회에서 충실히 실현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청년층 중에서 대기업의, 정규직, 사회보험이 보장
되는 ‘중심부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자녀 기혼 남성들이었고, 이 일
자리는 초장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자녀가 없더라도 주
로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며, 시간적 측면에서 근무조건은 상대적으
로 편하지만 발전가능성은 낮은 주변적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생기면 남녀 간의 일자리의 수준은 확실하게 벌어
지고 여성의 노동중심적 생애과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결혼과 자녀출산 전에 장시간 근로하던 여성들은 상
당수가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여성들은
적정시간 일하면서 휴가휴직을 사용하여 노동중심생애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
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를 가
진 후에 원하는 것보다 장시간 일할 것을 우려하는 동년배 남성들과 비교되는
생애전망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은 비취업 비율이 높으며,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은 주변부 일자리에서 일하고, ‘빠른 취업’에 대한 규범
적 압력이 명확히 낮은 집단이었다. 즉 청년들은 남녀 모두 적정시간 일하는
노동중심적 생애과정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은 노동을 포기하고 남성
은 장시간노동에 혹사당하는 젠더화된 생애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
며, 이러한 생애전망은 실제 현실과 유사하였다.
한국사회에 여전히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하다고 느끼며, 이 속에서 가
족중심적 생애과업에 따라 노동생애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은, 평등한 파트너십이 전제될 경우에만 결혼과 자녀갖기가 가능하
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년 여성들은 동년배 남성들보다 결혼과 자녀갖기를 원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년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가 여성 개개인의 자율성과
원하는 일을 할 가능성, 그리고 여성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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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청년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갖기의 전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등한 관계(공평한 가사분담, 명절･제사 등의
가부장적 문화, 파트너의 양육참여, 파트너의 휴가휴직)를 지목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제적 조건이나 본인의 일･가족양립 여건보다도 더 중요도가 높은 전제
조건이었다. 즉 청년 여성들은 노동중심적 생애과업을 실현하면서 평등한 관계
에 기반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 남성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청년 여성들의 인식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청년 남성들은 동년배 여성들보다 결혼과 자녀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결혼과 자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여
성들보다 부정적 인식은 낮고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결혼과 자녀갖기의 전제
조건 또한 평등한 관계와 관련된 측면보다는 자신의 일과 경제적 상황 등 자신
의 개인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청년 남성들은 아직까지 평등
한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생애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
는 평등한 파트너십은 현실에서 많은 조정을 거쳐야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청년 남성들도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모델보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모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남성의 양육참여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며 육아
휴직 사용을 원하는 비율도 높은 점은 앞으로의 변화방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경쟁환경에서 합리적 공정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진 현재의 청년 여성들에게 성평등 가치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식화되지 않았더라도 내면화되어 있으며, 청년 여성들은 성역할에 기반한 불
평등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평등 가치와 관련해
‘20대 초반 여성’은 고유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이었다. 이들은 결혼과
자녀갖기 의향이 가장 낮고, 주변으로부터 결혼이나 자녀갖기에 대한 규범적
압력도 가장 낮았으며, 동거에 대해서도 가장 수용적이었다. 또 일에 대한 전
망도 결혼이나 자녀와 무관하게 계속 전일제로 일하는 ‘남성적’ 취업경로를 구
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청년층의 친밀성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
발견되고 있는 성별인식격차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김영미(2016a)의 주장처럼,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성평등주
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성들은 쉽게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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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음을 함축한다.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개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면, 정책은 여성들의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이 실현
될 수 있는 정책적, 규범적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들이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가휴직제도의 활용을 원하고 있지
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안정적 일
자리를 가진 고학력층에서 이용비율이 더 높았다. ‘인생의 혼잡시간대(the
rush hour of life)(Tremmel, 2009; 김영미, 2016b: 47에서 재인용)’에 노
동시간과 돌봄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고, 친밀성과 관
련된 생애구상이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
록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2. 수정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
이와 같이 청년층의 생애전망에서 젠더적 차원의 재구조화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응정책은 이러한 경향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가?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는 2018년도 12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 2018), 이에 기반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판(이
하 ‘수정 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로드맵’과 ‘수정 후 기본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
존과제 정비 및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저출산’ 영역에서는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에 역량 집중 필요’를 강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당사자 관
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담론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발견된 청년
층의 생애전망 변화와 정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책담론 분석을 위해 본 절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Bacchi(1999)의 정책담론분석 틀에 근거하여 수정 이전의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15, 이하 ‘수정 전 기본계획’)과 수정 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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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의 정책담론 구조를 비교분석하
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기본계획의 텍스트 원문에 기반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김은지 외(2018)가 제시했던 성평등 준거틀을 기준으로
수정 전 기본계획과 수정 후 기본계획이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기본계획에 당사자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성평등 준거틀을 가지고 담론변화를 연역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수정 전 기본계획과 수정 후 기본계획의 정책담론 구조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기본계획의 문제정의 방식이다. 두 기본계획 모두 저출
산 영역과 고령사회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영역 모두와 관련된
총론 수준의 문제제기와 ‘저출산’ 영역과 관련된 각론 수준의 문제제기가 함께
제시된다. ‘총론’ 수준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면, 수정 전 기본계획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하고, 이로
인해 고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노후소득 불안정,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부족, 농촌공동화라는 위험이
발생함을 경고한다(대한민국 정부, 2015: 10-17). 수정 전 기본계획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은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와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과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15: 37). 즉 수정 전 기본계획의 문제정의 구조는 인구학적 위기가 한국사
회를 흔들 것인데, 기존 정책은 기혼가구 지원의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있으므
로 비혼 대책과 실천, 문화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각론’ 수준에서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역으로 문제정의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경제적 문제로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고, 임신･출산 의료비의 부담과 열악한 여건, 포기되는 출생과
양육, 과도한 사교육비, 다양한 보육수요, 일･가정양립제도와 근로현장 사이의
간극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5: 54, 65). 즉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고 있고, 보육정책과 일가족양립
정책은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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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정 후 기본계획의 문제구조의 경우, 우선 ‘총론’ 수준에서는 가장 포
괄적인 인구학적 위기를 언급하지 않고, 기존 정책방향의 한계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위기담론’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문제제기를 하는 대신, 수정 후 기본계획은 이전 기본계획의 방향이 출산장려
적이고, 결혼가족･다자녀중심적인 관점이었음을 지적하고, ‘삶의 질’ 보장과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각론’ 수준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주요한 걸
림돌인 3대 장애요인’으로 ‘출산･양육비 부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돌봄 공백’을 꼽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3).
문제정의의 구조는 수정 전과 상당히 다른데, ‘비혼, 만혼’은 ‘결혼’을 원하지
만 포기하는 문제로 구조화되지 않고 ‘출산 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5). 수정된 기본계획에서 문
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상황 그 자체이며, 비용, 시간, 서비
스라는 가족정책의 3대 구성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둘째, 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이다. 기본계획으로서 정책목표는 추상적 수
준이 높은 ‘비전’과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어져 있다. 수정 전 기본계획
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며, ‘목표’는 ‘아이
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로서 양적인 목표로 ‘합계
출산율 1.5’과 ‘노인빈곤율 39%’가 제시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5: 41).
‘비전’의 경우 세대, 행복, 지속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발전’의 개념이 포
함되어 발전국가적 시각이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목표’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고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를 목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본계획
의 지향과 가치부재의 문제가 지적된다(김은지 외, 2018).
수정 후 기본계획의 경우 ‘비전’은 이전과 유사하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
한 지속 가능 사회’로서 세대, 행복,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발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목표’의 경우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
극대비’를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4). 국가 입장
에서의 출산율과 빈곤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삶의 질’을 주
요 목표로 정했다는 점과 1차 기본계획 이래로 주요 목표에서 삭제된 ‘성평
등’(정재훈 외, 2017)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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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정 전 기본계획이 성과목표를 명시함으로써 가시적인 구체성을 보이고
자 했다면, 수정 후 기본계획은 구체성을 구현하는 대신 기본계획의 가치를 목표
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 우
선 수정 전 기본계획의 경우, ‘저출산 대책’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은 ‘청년 일
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
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영역이다(대한민국 정부, 2015:
41). 앞선 문제제기의 연속선상에서,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고 있는 결혼을 지
원하기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충
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난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비롯해 다각
도로 정책을 지원하며,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은 정책은 ‘맞춤형’으
로 다양화(보육정책)하거나 사각지대를 해소(일･가정양립정책)하도록 정책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책구조는 결혼과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청년층, 특히 여성 청년층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
으며, 어린이집은 많아졌지만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찾기 힘든 현실,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라고 부르기에는 적용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현실이 반영
되어 있지 않다. 정재훈 외(2017: 39)는 이러한 정책대안에 대해 ‘결혼의 복원,
노동시장 내 성차별에 대한 대응전략의 부재 속 여성 취업활동 확대, 임신･
출산하는 여성과 하지 않는 여성 간 분류’라고 비판하면서 성평등 실천을 위한
정책방향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수정 후 기본계획정책 영역의 명칭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영역
으로서, 구체적인 대안들은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
화 조성’,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으로 구성된다. 정책영역의 명
칭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방향설정
이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문제정의 맥락에서 ‘결혼’을
‘경제적 문제로 인해 포기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흐름에서
결혼을 장려한다는 표현은 전반적으로 삭제되어 있고, 이는 파트너십의 문제는
선택의 영역으로 둔다는 전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 후 기본계획의 정책대안은 다섯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세

298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가지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출
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서비스(‘촘촘
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라는 가족정책의 3대 구성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이 세 영역 중에서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부분에서 돌보는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노동하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남성의 적극적 돌봄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보건복지부, 2019: 17-18). 이러한 구성은 여성의 일을 정책의 기본 전
제로 하면서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의 방향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공공성’
의 의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돌봄의 질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의 하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맞춤형’ 돌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과제는 가족상황에 따른 아동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
책과제(‘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이다. 이는 ‘결혼’을 위한 지
원과 ‘미혼모’를 위한 지원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원트랙을 넘어 아동을 기준
으로 부모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을
‘주류화’(이숙진, 2017)한다는 점에서 이전 기본계획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과제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외의 보다 포괄적인 2040세대의 전반적 삶의 여건 개선의 문제는
별도 과제로 다루어진다(‘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이와 같은 분류
를 정재훈 외(2017: 178-180)의 분류에 따라 ‘행위지원정책’과 ‘결정지원정책’
으로 분류해 본다면 앞의 4가지 정책과제는 ‘행위지원정책’으로, 마지막 과제
는 ‘결정지원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 후 기본계획은 ‘행위지원
정책’은 촘촘하게 구성하고, ‘결정지원정책’은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수정
전 기본계획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었다고 비판받았던 정책과제들을 기본
계획의 정체성에 맞게 적절히 구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 299

<표 Ⅴ-1> 수정 전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담론 비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
(2015.12)
총론

문제
정의
각론

정책
목표

정
책
대
안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 기존 정책의 미시적, 현상적 접근
-

경제적 문제로 만혼, 결혼포기
임신･출산 의료비부담과 열악한 여건
포기되는 출생, 양육
과도한 사교육비
다양한 보육수요
일･가정양립제도와 근로현장 사이의
간극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2)
(2019.2)
- 기존 정책의 출산장려 방향,
결혼가족･다자녀 중심 관점

-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주요한 걸림
돌인 3대 장애요인
: 출산･양육비 부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돌봄 공백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합계출산율 1.5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39%

- 삶의 질 향상
- 성평등 구현
- 인구변화 적극대비

‘저출산 대책’ 영역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영역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자료: 1) 대한민국 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
3&MENU_ID=0319&CONT_SEQ=329333&page=1(검색일 2019.10.20.)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검색일
2019.10.20.)

이와 같은 정책담론구조의 변화를 역으로 김은지 외(2018)가 제안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평가의 세 가지 준거틀을 기반으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독박돌봄자, 돌봄책임이 없는 근로자를 전제하는 정책에서 일하면서 돌
보는 책임을 가진 시민을 전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즉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을 넘어선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모델로의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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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다. 수정 이전의 기본계획은 성중립적인 ‘행복’과 ‘출산율’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세부 과제에서 수정 전 기본계획에 새롭게 등장한 ‘청년 일자리･주
거대책 강화’의 청년 고용과 ‘신혼부부’ 문제는 성 중립적으로 그려져 있다. 또
한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에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욕구를 대비시
키면서 ‘맞춤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전
일제 근무’는 다양한 가구특성･부모여건 하나로만 다루어지며, ‘가정양육 지
원’, ‘미취업모의 경우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큰 것’, ‘맞벌이… 자녀에 대한 양
육공백 최소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양립에서 가장 어려운 점’(대한민국 정
부, 2015: 80-87) 등으로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방식의 정책 제언
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 시기 복지정책의 큰 흐름이 ‘맞춤형’임을 감안하였을
때, 수정 전 기본계획은 복지정책의 기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구조화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맞춤형’ 정책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
책욕구에 그대로 대응하는 것으로, 표면 아래의 성역할 불평등의 문제는 문제
화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수정 전 기본계획에서도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서는 돌봄책임과 장시간 근로를 병행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현실과
남성들의 돌봄참여의 문제는 비교적 충실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가족양
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를 ‘일부 근로현장에서 아직도’ 발생하
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로 보고 있어(대한민국 정부, 2015: 93), 마찬가지
로 이 문제를 부차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수정 기본계획은 ‘성평등구현’이 3대 목표로 들어가 있고, 특히
저출산과 관련된 영역의 명칭 자체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제시
되었다.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넘어서는 것이 작은 정책영역을 넘어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본질적인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라는
방식으로 일하는 부모의 시간부족 문제가 본격적인 주요 과제로 제안되고 있
으며 남성의 적극적 돌봄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본 조성’에서도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이라는 명시적인 성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7-18,
25-26). 이러한 구성은 성별 분업에 근거한 현재의 일･가족 분업체계를 인정
한 채 이에 ‘맞춘’ 정책을 넘어, 남녀 모두 일하면서 돌보는 모델로 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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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양육의 이전 단계로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정상가족’을 전제하는 정
책을 수정하여 부모의 결혼지위에 따른 차별없이 아동을 대우하는 것이다. 수정
이전의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늦추
거나 포기’(대한민국 정부, 2015: 54)하는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기
본계획 본문에서도 이전의 ‘결혼지원정책’이 한정되어 있고, ‘결혼 기반 조성 노
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5: 54). 또한 결혼
과 출산을 붙여서 함께 언급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예컨대 ‘결혼･출산친화적 세
제’(대한민국 정부, 2015: 65~72) 부분은 결혼과 출산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12)
이와 같이 결혼과 출산 간 긴밀한 연계를 언급하는 한편 이를 벗어난 가족에 대
해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대한민국 정부, 2015: 72~75) 과제가
별도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위 과제명이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제한됨으로써 가족다양성의 의미가 축소되어 구조화되어 있다. 즉
결혼을 중심으로 한 ‘중심적’, ‘주요’ 생애과정과 결혼을 벗어난 ‘주변적’ 생애과
정으로 정책담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 기본계획에서는 명시적으로 ‘결혼’을 지원하거나 ‘결혼’이 양육의 전제임
을 언급하지 않는다. 기존 정책이 ‘결혼가족’ 중심이었음을 문제로 보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보건복지부, 2019: 1). 현재의 문제는 ‘결혼 포기’가 아닌, ‘아이를 낳고 키
우는 데 주요 걸림돌’로 언급되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3),
‘결혼･출산친화적 세제 개선’도 ‘결혼’을 제외한 ‘출산친화적 세제 개선’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64). 가족 다양성과 관
련한 정책과제들은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이라는 주요 정책 과
제로 제안되었다. 즉 ‘결혼’이 전제된 ‘중심’적인 생애와 이를 벗어난 ‘주변’적인
생애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부모의 혼인관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존중한다
는 정책방향이 명시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다.
셋째,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적 시각을 얼마나 넘어섰는지의 기준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960, 70년대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의 출산통제를
12) 실제로 이 시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 출산지원분과’(대한민국 정부,
2015: 9)가 주요 분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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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
는 방식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놓일 수 있다. 출산은 단지 임
신과 출산의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성적 친밀성의 과정과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선택의 과정 등 일련의 섹슈얼리티의 실천과정과 연결되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 임신과 출산만을 확대하여 지원을 부각하는 정책은
그 정책적 필요성과 별개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정 이전의 기본계획은 ‘저출산 영역’의 4대 과제의 하나로 ‘난임’을
명시하였고, ‘임신･출산 의료비’, ‘분만환경’,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임산부’
에 대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5:
64-70). 이러한 지원 외에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과제는 가장 작은 소과
제인 ‘여성건강 증진 강화’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뿐이다(대한민국 정부, 2015:
70-71).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영역과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 정
책영역은 과도하게 임신과 출산에만 관심을 싣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축한다. 즉
이 기본계획에서 여성의 몸은 ‘출산하는 몸’일 뿐, 섹슈얼리티 실천으로 인한 여
성의 위험부담과 전반적 재생산 건강문제는 관심사에 오르지 못한다. 김영미
(2018)는 이미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회의 행동강령에서 ‘인구정책’이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남녀의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추세와는 달
리 한국의 수정 전 기본계획은 출산장려를 위해 개인의 재생산을 관리ㆍ규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재생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혼인
관계 내의, 여성의 재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한다.
수정 기본계획의 경우 ‘난임’을 가장 상위의 정책과제로 제시하지 않고,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 영역에서 각종 건강권 강화 논의와 함께 ‘안전한 출산’을
다루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또는 ‘난임’이나 ‘임산부’를
강조하는 정책담론 구조를 채택하지 않고 아동의 의료비, 안전한 출산, 산모･
아동의 건강관리와 균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건강권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어, ‘출산하는 몸’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정 기본계획도 섹슈얼리티 실천으로 인한 여성의 위험부담과
전반적 재생산 건강문제, 나아가 ‘낳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까지는 포괄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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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기본계획에서 ‘낳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형법의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수정 기본계획 발표 후 이루어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9.4.11.)에 따라 ‘낳지 않을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구조화되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가 새로 발생하였다. 앞으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와 같이 ‘낳지 않을 권리’를 담을 것인지, 혹은 재
생산권 영역을 다른 기본계획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청년층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을 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전하는 주요한 메시지는 인구구조 변화
로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출산율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결혼하고 출산을 해
야 하며, 이를 통해 아이가 행복한 사회의 합계출산율을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 ‘청년’, 그리고 ‘여성’의 선택과
실천은 담론 구조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생존’ 자
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모됨’은 위험이 높은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나 청년 여성은 엄마가 됨으로써 삶의 ‘전망’이 변동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더 나아가 가장 사적인 영역인 섹슈얼리티의 실천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을 통해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해 왔
다. 이러한 정책 메시지는 청년층, 특히 청년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이나 ‘출
산력’이라는 호명에 격렬한 항의를 표출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애전망의 다양성 관점에서 살펴볼 때 수정 후 기본계획은 취업, 결혼, 출
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전망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결혼은 선택의 영역으로 남
겨지고 있으며,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전반
적 삶의 여건 개선의 영역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노동경력과
조화되어야 할 생애과업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수정된 기본계획은 정책적
메시지의 방향을 상당히 전환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주장과 같이 일정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 관점’은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
전반을 구조화하고 명칭과 방향을 제시하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정책의 메시지와 장기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수정 전의 기본계획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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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정책이 보내는
메시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전 기본계획과 수정 후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보완판 기본계획이 가질
수 있는 한계로, 향후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목표한 정책의 효과를 적
절히 얻을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채워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본계획
의 명칭이 여전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며 가족정책과 노인복지정책,
재정전략이 하나의 프레임 내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인구학적 패러다임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인구학적 프레임은 재정당
국을 설득할 프레임 도구로써 유용성을 지니지만, 정책 당사자에게 지지받기
위한 정책프레임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으로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정책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담론과 정책패키지를 구성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여전히 저출산 대응정책
에 남겨진 과제이다.

3. 청년층의 생애전망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 후 기본계획은 ‘출산율’에서 ‘삶의 질’과
‘성평등’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의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선언을 전면에 내세우
고 있고, 수정 전 기본계획에 비해 성평등 관점에서 상당히 진화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본절에서는 앞서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예시들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구학적
패러다임을 한 단계 더 넘기위한 정책담론의 논점을 확인할 것이다.
젠더화된 생애과업과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넘어, 평등하고 개개인이 존중
되는 사회를 기다리는 청년층의 관점에서 ‘삶의 질’과 ‘성평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언해볼 수 있다. 첫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넘어 남
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모델에 기반한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청년세대, 특히 청년 여성들의 일에 대한 높은 중요성 부여, 결혼과 자녀
를 가지는 전제조건으로서 평등한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압도적 지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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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히 자녀가 원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청년 여성들의
인식, 결혼과 특히 자녀를 가진 후 원하지 않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높다는 인
식과 그 실제 현실, 남성도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청년 남성들의 동의도, 휴
가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높은 희구 등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모델’
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직접적으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을
때 후자 모델에 대한 청년세대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으며, 여성은 남성 생계부
양자 모델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시하였고, 남성들도 남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모델의 필요성에 크게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청년세대에게 설득력 있는 모델은 남녀 모두 일
하고 돌보는 모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적정시
간 노동하며, 생애과업이 집중될 때는 휴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현재
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으로 보인다. ‘52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표준 근로시간의 조정,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상층부
에만 활용가능한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보편화, 일하는 여성과 돌보는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와 학교 시간표의 조정(김은지 외, 2018)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다.
둘째. 취업에서 결혼을 거쳐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생애전망에 기반
한 정책방향을 교정하고 ‘결혼’의 특권적 지위를 넘어 다양한 파트너십과 친밀
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세대, 특히 여성들에게 결
혼은 규범이 아니며, 결혼은 자율적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혼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와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
유는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
니라 불평등한 관계가 비혼과 저출산 모두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적
으로 두 개의 정책방향에 대한 동의도를 물었을 때, 남성은 아직까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제도혼과 양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대한 동의도가 낮았다. 청년세대들에게 아직까지 혼자서 자
녀를 낳아 기르겠다는 대안적 삶의 전망을 가진 비율은 높지 않지만, 결혼제도
를 거치지 않는 자녀양육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평등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삶의 전망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Sainsbury(1996)가 일찍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내지위’와 ‘양육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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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리하여, 양육자지위는 지원하지만 아내 지원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정책
의 개인화를 만들어나가는 방식과 연결된다. ‘신혼부부’를 강조하는 정책의
개선, 제도적 혼인이 아닌 다양한 파트너십의 제도화, 한부모 가족에게 불리하
고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 등이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제도혼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
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되고 있
다. 파트너 관계에 있어 제도혼만을 포섭하는 경직되고 협소한 가족개념을 전
제로 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입법이 추
진중이다.13) 이와 함께 비혼 자녀에게 차별적인 혼인외 출생자 구별을 규정하
고 있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인식
을 강화하는 민법상 부성(父姓)우선의 원칙 등, 제도혼과 정상가족 중심의 이데
올로기에 기반한 법제에 대한 정비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진행중이다.14) 한편,
제도혼을 전제로 한 신혼부부지원정책 등 주거 지원 정책 및 그 근거 법령, 제
도혼 관계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가족돌봄지원 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등 차별적 제도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송효진, 2019). 본 연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평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청년층
의 인식은 이러한 논의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부각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저출산 대응정책
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
성들이 응답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건강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
권으로서 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향한 신 종
성폭력들의 위험이 일상화된 가운데,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생애과정을 뒤틀지
않기 위해 개개인이 통제해내야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1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은 여성가족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다.(관계부처 합동(2018.8.3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계획]-2016~2020. 출처: http://www.mogef.go.kr/mp/pcd/mp_pcd_
s001d.do?mid=plc503 최종검색일 2019.12.20.).
14) 혼인외 출생자 구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성(父姓)우선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관련 연구 및 논의로는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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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에게 사실상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민감한 인
지 없이 단순하게 임신과 출산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또 다른 폭력으
로 느껴질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정책을 대비시켰을 때, 여성들은
출산과 임신을 늘리는 정책 못지않게 안전한 피임과 임신중단의 중요성에 강
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몸에 대한 권리를 정책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은 여성의 몸과 관
련된 영역에 새로운 정책과제를 일깨우고 있다. ‘저출산’의 기본 프레임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기본계획과의 역할 조정과 분배
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저출산 대응 정책은 기존의 ‘출산장려’의 패러다임을 확
실히 넘어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구 내 자녀의 ‘숫자’를 강조하는 정책방향
은 지금 시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청년층은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지원보다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데 대해 훨씬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출산율은 1.0이 안 되는 수준으로, 둘째,
셋째 출산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 첫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점으로 판단된다. 다자녀 프레임으로 셋째자녀 지원정책을 강조했던 것은 옛
날 프레임이자, 지금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프레임으로 보인다. 한 자녀도
낳을 생각이 없는 청년층이 다수인데 다자녀를 강조하는 것은 청년층을 설득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의 패러다임을 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틀을 어
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인구학적 위
기론은 재정당국을 설득할 프레임 도구로써 유용성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 지지받기 위한 정책
프레임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 차원에서는 큰
‘위기’일 수 있지만 정책당사자들에게는 ‘합리적 선택’, 또는 이를 넘어 ‘의지
를 담은 선택’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의 숫자에 매몰된 위기론
을 넘어, 새로운 세대가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정책메세지가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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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FGI 질문지
※ 녹음 동의
※ 연구소개, 연구자 소개
[현재 상황에서 시작, 미래 전망]
○ 앞으로 10년 동안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꿈을 이루는 것?
- 취업을 하는 것?
- 결혼을 하는 것?
- 독립하는 것?
- 마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
- 지금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 앞으로 10년 동안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으세요?
(본인이, 우리 사회가, 계층이동)
[하고 싶은 일]
○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 칼퇴근 가능한 일/개인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일
-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는 일
- 노동의 양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 ※ 워라밸에 대한 가치관
(퇴근 후에/개인시간에 뭘 하고 싶으세요?)
- 돈을 많이 주는 직장 ※경제적 보상에 대한 가치관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 평생 직장(가늘고 길게)/안정적인 일 ※ 일과 생애전망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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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현실과의 격차, 현실 속에서 나의 선택]

※ 성별, 계층에 따른 차별 느끼는지 확인
○ (직장인) 하시고 싶으신 일과 현재 일이 잘 맞으시나요?
현재의 일을 선택한 계기는?
○ (구직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일이 그런 방향인가요?
현재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파트너십 전망과 진단]
○ 앞서서 말씀해주신 앞으로 10년 동안 중요한 일은 혼자서 하는(해야 하는,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해야
하는,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본인의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 다른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거리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 본인이 생각하시는 파트너십/중요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결혼이 도움
이 되나요/필요한가요?
[관계에서 현실과의 격차, 현실 속에서 나의 선택]

※ 성별, 계층에 따른 차별 느끼는지 확인
○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미있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계신
가요?
○ 지금 실제 만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 가까운 사람이 필요가 없나요, 혹은 필요는 한데 찾기가 어려운가요?
-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20년 후에도 좋을까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 같이 살 계획이 있으신가요? 결혼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 록 ❚ 321

※ 동거 생각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 만나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같이 살 계획이 있는지
(별도 주거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추상적 수준인지)

※ 비용부담, 배우자나 아이의 구속, 일에 방해, 출산과 양육부담 등
[자녀와의 관계 전망]
○ 아이(또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 (아이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면 아이가 있어도 좋을까요?

※ 아이에 대한 인식: 취향 or 노동?
※ 차별인식 확인
※ 비용부담, 배우자나 아이의 구속, 일에 방해, 출산과 양육부담 등
[10년 후 계층 전망]
○ 앞으로 펼쳐질 일과 관계 속에서 본인의 삶이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보다 더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시
나요?
[청년담론, 젠더인식, 저출산정책]
○ 요즘 청년들한테 소확행이 중요한 밀레니얼 세대라고들 합니다. 삼포세
대, 이런 말도 있고요. 청년층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
이 드시나요?
○ 요즘 언론에서는 남녀 간의 갈등과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
니다. 주위를 보시면 예전 세대에 비해 요즘 청년 남녀 간의 생각차이
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시나요 혹은 오히려 유사해진 것으로 느끼
시나요?
○ 요새 아이 키우면 많은 정책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정책이 선생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는 느낌이 드시는지요?
○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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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출산’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책방향
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정리발언, 오늘의 소감
※ 1:1 면접 요청시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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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출처
<부표 1>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층 인식조사 설문지 구성 출처
구분

조사내용

조사문항 번호

출처

SQ1. 성별
SQ2. 출생연도
SQ3. 거주지역
SQ

응답자 일반사항 SQ4. 최종학력

동그라미재단, 2016, p.2
(기회불평등 조사 문A1)

SQ5. 혼인상태
SQ6. 자녀 수
SQ6-1. 자녀 연령
1. 청년기의
의미

청년기 의미에
대한 물음

Q1. 청년기 정의

개발

Q2. 우리 사회에서의 청년

개발

Q3. 청년기 과업 중요도

개발

Q4. 일에서 우선순위

GGS Wave 1, 2004, p.80
(11.09번)
GGS Wave 2, 2012, p.64
(1206번)

Q5. 일의 의미

개발
(본 연구 FGI; 신경아, 2017
등 참고)

일에 대한
전반적 물음

Q6. 취업여부
Q7-1. 주업 유형

2. 일

통계청 분류

Q7-2. 사회보험 가입여부
본업에 대한
물음

Q7-3. 주업에 대한 만족도

Q7-4. 주업에 대한 평가 및
직무 스트레스

GGS Wave 1, 2004, p.80
(11.09번)
3, 4번 항목:
김지경 외, 2015, p.193
(하단 주석에서 일부 문항)
6~11번 항목:
박건 외, 2016,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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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조사문항 번호

Q7-5. 부업 여부

출처
GGS Wave 1, 2004, p.66
(8.60번)
GGS Wave 2 2012, p.51
(953번)
국미애･이화용, 2017, p.215
(경력단절설문지 C16)

부업에 대한
물음
Q7-5-1. 부업 개수

Q7-5-2. 부업 근로시간

GGS Wave 1, 2004, p.66
(8.62번)
GGS Wave 2, 2012, p.51
(955번)

Q8. 18세 이후 일한 경험
과거 일 경험

Q8-1. 과거 일자리 경험 개수
Q8-2. 과거 일자리 세부사항
Q8-3. 현재 구직활동 상태
Q8-3-1. 구직활동 기간

구직활동

동그라미재단, 2016, p.18
Q8-3-2. 구직활동 중 생활비 (기회불평등 조사 문D9~10)
충당 방법
Q8-4. 구직 시점에 대한
본인과 중요한 타인의
생각

친밀감 대상

3. 친밀성
구상
(파트너십)
결혼 관련

Q9. 현재 가장 친밀한 대상

개발

Q10. 10년 뒤 가장 친밀한
대상

개발

Q11. 3년 내 결혼 의향

GGS Wave 1, 2004,
pp.24-25 (3.27번, 3.32번)
GGS Wave2, 2012, p.23
(339~340번)

Q11-1. 향후 결혼 의향
Q11-2. 결혼 후 희망 근무
형태

개발

Q11-3. 결혼 후 실제 근무
형태 가능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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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조사문항 번호
Q12. 결혼 전제조건 평가

출처
GGS Wave 1, 2004, p.25
(3.29번)

Q13. 결혼 연도
Q13-1-1~2. 결혼 1년 전후
개발
일자리 형태

동거 관련

Q16. 결혼이 삶에 미치는
영향

GGS Wave 1, 2004,
pp.24~25 (3.28번)

Q17. 본인의 결혼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생각

GGS Wave 1, 2004, p.25
(3.31번)

Q11-4. 결혼 비희망자 동거
의향

개발

Q14. 동거 시작 시점
Q14-1-1~2. 동거 전후 근무
개발
형태

파트너와의 이별 Q15. 이별 시점
(별거, 이혼, 사별 Q15-1-1~2. 이별 1년 전후
개발
등) 관련
근무형태

4. 자녀관

자녀 관련

Q18. 적절한 자녀 수

GGS Wave 1, 2004, p.54
(6.26번)
GGS Wave 2, 2012, p.37
(622번)

Q19. 3년 내 자녀 계획

GGS Wave 1, 2004, p.53
(6.22번)
GGS Wave 2, 2012, p.37
(618번)

Q19-1. 향후 자녀 계획

GGS Wave 1, 2004, p.54
(6.24번)
GGS Wave 2, 2012, p.37
(620번)

Q19-2. 자녀 출산 이후 희망
개발
근무형태
Q19-3. 자녀 출산 이후 실제
개발
근무형태 가능성
Q20-1~2. 자녀 출산 1년
전후 근무형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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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조사문항 번호

출처

Q21. 자녀 계획의 전제조건 GGS Wave 1, 2004, p.55
평가
(6.28번)

10년 뒤의 삶
및 미래 계층
전망

Q22.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

GGS Wave 1, 2004, p.54
(6.27번)

Q23. 본인의 자녀 출산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생각

GGS Wave 1, 2004, p.55
(6.29번)

Q24. 아동친화적 생활환경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2008, p.27 (PPAS B4
Optional)

Q25. 10년 뒤의 삶-현재와
부모님 세대의 삶과
비교하기
Q26. 과거, 현재, 미래 계층 동그라미재단, 2016, p.30
평가
(기회불평등 조사 문H3~H5)
Q27.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마경희 외, 2018, p.258
차별 심각도 평가
(문20)

성차별 인식

Q28. 여성혐오에 대한 심각도 마경희 외, 2018, p.258
평가
(문20)
Q29. 페미니스트 여부

5. 가치관

Q30. 다시 태어난다면 동일한
성별로 태어날지 여부

성역할
가치관

Q31. 결혼, 자녀, 일상생활,
사회 등에서의 성역할
평가

GGS Wave 1, 2004, p.79
(11.07번, 11.13번)
GGS Wave 2, 2012, p.63
(1204번, 1210번)
22번 항목:
Walter, 2018, pp.
837–842 (참조)
23번 항목: 22번 응용

6. 정책적
대응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GGS Wave 1, 2004, p.78
Q32. 국가 정책기조 중요도 (11.04번)
GGS Wave 2, 2012, p.63
(탈물질주의)
(12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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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조사문항 번호

출처

GGS Wave 1, 2004, p.81
Q33. 일자리 우선순위 대상 (11.14번)
GGS Wave 2, 2012, p.66
평가
(1211번)

저출산의
문제화 방식에
대한 인식

Q34. 정부책임영역 인식
(복지태도)

6~11번 항목:
GGS Wave 1, 2004, p.80
(11.10번)
GGS Wave 2, 2012, p.64
(1207번)

Q35. 생산인구 비율 감소
문제 인식정도

개발

Q36. 아이를 키우기 어려움
문제 인식정도

개발

Q37.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동의도

개발

저출산 대응정책
Q38. 저출산 대응 관련
방향 인식
정책의 방향에 따른
필요성 평가

DQ1. 전반적 건강상태 평가

GGS Wave 1, 2004, p.56
(7.01번)
GGS Wave 2, 2012, p.39
(701번)

DQ2. 전반적 우울감 평가

GGS Wave 1, 2004, p.58
(7.21번)
GGS Wave 2, 2012, p.41
(720번)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p.2
(역학연구를 위한 우울척도
(CES-D)에서 일부 발췌)

건강

7. 응답자
특성
동거자 여부

개발

DQ3.현재 동거자 수
DQ4. 동거자 유형
DQ5. 파트너의 출생연도
DQ5-1. 파트너의 최종학력

파트너/배우자에 DQ6. 파트너의 재직여부
대한 질문
DQ7-1. 파트너의 주업 유형
DQ7-2. 파트너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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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내용
부모님에
대한 질문

조사문항 번호
DQ8~9. 부모 교육수준

동그라미재단, 2016, p.7
(기회불평등 조사 문A7, A8)

DQ10~11. 과거 부모 직업

동그라미재단, 2016, p.7
(기회불평등 조사 문A9, A10)

DQ12. 현 거주지 유형
거주 유형에
대한 질문

DQ13. 현 거주지 점유형태
DQ14. 현 거주지 주택 명의

월평균 소득

출처

DQ15. 가족구성원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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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층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층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결혼 및 출산에 직면해있는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구성 전망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관점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은 보호 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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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만 20∼39세 조사 대상]
년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S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

③ 고등학교 중퇴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재학(휴학 포함)

⑥ 2･3년제 대학 중퇴(수료 포함)

⑦ 2･3년제 대학 졸업

⑧ 대학교(4년제) 재학(휴학 포함)

⑨ 대학교(4년제) 중퇴(수료 포함)

⑩ 대학교(4년제) 졸업

⑪ 대학원 재학 이상
SQ5.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동거

④ 별거･이혼

⑤ 사별

③ 2명

④ 3명

⑤ 4명

SQ6.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① 자녀 없음

② 1명

[prog : SQ6에서 1∼4번 응답자, SQ6에서 응답한 자녀 수 만큼 제시]
SQ6-1. 자녀의 연령(만 나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 만____ 세 / 둘째 : 만____ 세 / 셋째 : 만____ 세 / 넷째 : 만____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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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청년기의 의미
Q1. 귀하는 ‘청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동의하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않는다 편이다
1) 특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예: 20대∼30대)

①

②

③

④

2)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예: 소확행 세대)

①

②

③

④

3) 특정 시대상황과 조건을 공유하는 사람들(예: 3포 세대)

①

②

③

④

Q2.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동의하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한다
않는다 편이다
1)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소외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의 실패는 이후에도 돌이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의 고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7)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8)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나 가정환경으로 인한 격차’
를 뛰어넘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9)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별로 인한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0)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학벌로 인한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남들과 비슷하게 평범하게 사는
삶’이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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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오늘날 청년기는 일, 결혼, 자녀라는 과업이 집중되는 ‘인생의 혼잡시간대(Rush Hour)’
라고들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청년기의 삶에서 다음의 영역에 대해 중요성을 얼마나
부여하고 계십니까?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각 영역에 점수를 배분해주세요.
영역

점수

1) 일(직업, 직장)

점

2) 파트너십(연애, 결혼)

점

3) 자녀

점

4) 개인생활(개인적인 시간, 여가)

점

합계

[Prog : 100점(자동 합산)]

Part 2. 일
Q4. 다음은 사람들이 일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러 측면들입니다. 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임금 또는 수입이 높은 일

②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일

③ 안정적인 일

④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⑤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일

⑥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

⑦ 충분한 휴일이 보장되는 일

⑧ 성취감을 주는 일

⑨ 권한과 책임이 큰 일

⑩ 일의 재미와 흥미

⑪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
Q5.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일의 의미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주
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일은 경제적 수입이 있는 일을 전제로 응답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
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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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가능한 하나의 회사에서 일해서 인정받고 정년을 맞이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최소한만 하고, 나의 시
간을 충분히 가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어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Q6. 귀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하셨습니까?
※ 아르바이트, 일시휴직자,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도운 경우 포함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에 응답해 주세요.
- (휴직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병이나 사고, 출산, 육아, 연가 등의 사유로 일시휴직한 경우
- (무급가족 종사자)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도운 경우

① 예 (→ Q7-1로 이동)

② 아니오 (→ Q8로 이동)

Q7-1. 귀하의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에 대해 다음 각 영역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영역

내용

종사상
지위

①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있음) (→Q7-1-1로 이동)
② 자영업자(내 사업을 함) (→Q7-1-2로 이동)
③ 무급가족 종사자(돈을 받지 않고 가족친척의 일을 도움)
(→Q7-1-3으로 이동)
④ 특수고용 종사자(개인적으로 고객을 찾아 실적만큼 소득을 얻음. 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Q7-1-3으로 이동)

고용형태

Q7-1-1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아르바이트, 재택･가내 근로 등)
Q7-1-2
① 고용원이 없음
② 고용원이 있음

Q7-1-3
직업

① 관리자(회사 임원 등)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사, 과학연구원, 감독･연출가, 사회복지사,
부동산 중개인 등)
③ 사무종사자(인사･총무･기획･영업･홍보･안내･접수･전산 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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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④ 서비스종사자(미용사, 간병인, 피부관리사,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승무원 등)
⑤ 판매종사자(도매 및 소매 판매 종사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등)
⑥ 농임어업 종사자
⑦ 숙련기능직 종사자(재단사, 정비사, 설치 및 수리기사, 미장공, 세공사 등)
⑧ 반숙련 기능직 종사자(각종 공장의 기계 조작원, 차량 운전사 등)
⑨ 단순직 종사자(청소원, 택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⑩ 군인

Q7-1-4
직장유형

Q7-1-5
주당
실 근로시간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주당 _______시간 [18∼168시간만 입력 가능]

※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의 실제 평균 근로시간으로 작성해 주세
요.

[prog : Q6에서 1번 응답자]

Q7-2.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를 통해서 다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

비가입

해당
없음

1) 고용보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해당없음’에 응답)

①

②

③

2) 건강보험

①

②

3)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여부로 응답)

①

②

Q7-3.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와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
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영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수입

①

②

③

④

⑤

2) 일의 스트레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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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인정

①

②

③

④

⑤

5)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6)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충분한 휴일 보장

①

②

③

④

⑤

8) 일의 성취감

①

②

③

④

⑤

9) 일의 권한과 책임

①

②

③

④

⑤

10) 일의 재미와 흥미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적성과 취향에 맞음

①

②

③

④

⑤

Q7-4. 귀하의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본인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별로
다소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일의 수준이 낮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일한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직장 일로 인해 내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4) 직장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신을 계발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급여를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급여를 약속한 것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약속한 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작업복 등을 구매할 것을 강요받았거나
물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상사,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상사,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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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 Q6에서 1번 응답자]

Q7-5.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 이외에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일(부업)’이
있습니까?
※ 아르바이트, 일시휴직자,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도운 경우 포함

① 예 (→ Q7-5-1로 이동)

② 아니오 (→ Q8로 이동)

[prog : Q7-5에서 1번 응답자]

Q7-5-1.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 이외에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일(부업)’은 ‘총
몇 가지’ 입니까?
____________개 (10까지 입력 가능)
[prog : Q7-5에서 1번 응답자]

Q7-5-2.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 이외에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일(부업)’의 실
근로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를 제외한 실제 평균 근로시간으로 작성해주세요.

주당 ____________시간 (1∼168까지 입력 가능)
Q8. 귀하는 ‘만 18세 이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취업자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주업, 부업) 이전’의 경험을 응답해 주세요.
※ 아르바이트, 일시휴직자,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도운 경우 포함

① 있다 (→ Q8-1로 이동)

② 없다 (→ Q8-3으로 이동)

[prog : Q8에서 1번 응답자]

Q8-1.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 해보셨습니까?
※ 현재 취업중인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주업, 부업)를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____________개 (20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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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 Q8에서 1번 응답자]
[prog : Q8-1에서 응답한 숫자를 기준으로 경험한 일자리 최대 3개까지 제시]

Q8-2. 귀하가 경험하신 일자리에 대해 취업기간과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순차적으로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취업 중인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주업, 부업)를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경험한 일자리 1]
구분

내용

일한 기간

년 개월 [21년까지만 입력 가능]
①
②
③
④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있음) (→Q8-2-1로 이동)
자영업자(내 사업을 함) (→Q8-2-2로 이동)
무급가족 종사자(돈을 받지 않고 가족친척의 일을 도움)
특수고용 종사자(개인적으로 고객을 찾아 실적만큼 소득을 얻음. 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Q8-2-1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아르바이트, 재택･가내 근로 등)
Q8-2-2
① 고용원이 없음
② 고용원이 있음

Q8-3. 현재 귀하의 구직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일하고 계신 경우에도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다른) 일을 원해 구직활동 중이다 (→ Q8-3-1로 이동)
② 고시, 자격증, 진학준비(유학포함) 중이다 (→ Q8-3-1로 이동)
③ (다른) 일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Q8-4로 이동)
④ (다른) 일을 원하지 않는다 (→ Q9로 이동)
[prog : Q8-3에서 1번, 2번 응답자]

Q8-3-1. 귀하는 구직활동 또는 고시･자격증･진학준비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구직활동이나 고시･자격증･진학준비를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______년______개월 (21년까지만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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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 Q8-3에서 1번, 2번 응답자]

Q8-3-2. 귀하께서는 구직 또는 구직활동이나 고시･자격증･진학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① 다른 정규직 일자리 급여로
②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 급여로
③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④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아서
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⑥ 형제자매 및 지인에게 지원을 받아서
⑦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카드, 마이너스 통장 등)
⑧ 기타 (

)

[prog : Q8-3에서 1번, 2번, 3번 응답자]

Q8-4. 귀하와 귀하의 주변 사람들은 귀하의 ‘구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문항 중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가깝다

오른쪽에
가깝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
를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 “충
분한 탐색기간”을 가지고 싶다

내 부모님은 내가 “한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내 부모님은 내가 일자리를 갖
기 위해 “충분한 탐색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④

내 친척들은 대부분 내가 일자
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
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④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일자
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색
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④

내 파트너(배우자)는 내가 일
자리를 갖기 위해 “충분한 탐
색기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고 생각한다

내 친척들은 대부분 내가 “한
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한
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SQ5=2번, 3번 응답자만 제시]
내 파트너(배우자)는 내가 “한
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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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친밀성과 파트너십
Q9. 현재 귀하의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음 중 귀하에게 중요
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_______ 2순위 : _______ 3순위 : _______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파트너, 애인(남자친구/여자친구)

⑤ 배우자

⑥ 자녀(내 아이)

⑧ 인터넷, SNS

⑦ 반려동물

⑨ 없음(혼자인 것이 좋다)
Q10. 10년 후 귀하의 삶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음 중 귀하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_______ 2순위 : _______ 3순위 : _______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파트너,애인(남자친구/여자친구)

⑤ 배우자

⑥ 자녀(내 아이)

⑧ 인터넷, SNS

⑦ 반려동물

⑨ 없음(혼자인 것이 좋다)
[prog : SQ5에서 2번 응답자 제외]

Q11. 귀하는 앞으로 3년 이내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마도 아니다

아마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prog : 1, 2응답자 Q11-1로 이동 / 3, 4응답자 Q11-2로 이동]

Q11-1. 앞으로 3년 이내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마도 아니다

아마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prog : 1, 2응답자 Q11-4로 이동 / 3, 4응답자 Q11-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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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 Q11에서 3, 4 or Q11-1에서 3, 4 응답자만]
※ 귀하는 결혼 후에 수입이 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주
세요.

Q11-2. 귀하는 ‘결혼 후’에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고 싶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고 싶다(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하고 싶다
④ 일을 안 하고 싶다
Q11-3. 귀하는 ‘결혼 후’에 다음 중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게 될 것이다(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하게 될 것이다
④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
Q11-4. 앞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현재 혼인상태가 ‘동거’인 경우에도 앞으로의 계획을 토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아마도 아니다

아마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prog : SQ5에서 2번 응답자 제외]

Q12. 다음은 사람들이 결혼의 전제조건이라고 여기는 여러 측면들입니다. 귀하의 결혼 결정
에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않다
1)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건강’하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파트너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파트너’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파트너’가 ‘건강’하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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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매우
그렇다

7) ‘안정적인 집’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담’은 결혼 결정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9) ‘파트너 집안’의 ‘행사부담(명절, 제사 포함)’은 결혼 결정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prog : SQ5에서 2번 응답자]

Q13. 귀하가 현재의 결혼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년 (1990∼2019년만 입력가능)
Q13-1. 귀하는 현재의 결혼 ‘1년 전’과 ‘1년 후’에 수입이 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하였습
니까?
Q13-1-1. 결혼 1년 전

Q13-1-2. 결혼 1년 후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했다
④ 일을 안 했다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했다
④ 일을 안 했다

[prog : 응답 후 Q16으로 이동]
[prog : SQ5에서 3번 응답자]

Q14. 귀하가 현재의 동거를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년 (1990∼2019년만 입력가능)
Q14-1. 귀하는 현재의 동거 시작 ‘1년 전’과 ‘1년 후’에 수입이 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하
였습니까?
Q14-1-1. 동거 1년 전

Q14-1-2. 동거 1년 후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했다
④ 일을 안 했다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했다
④ 일을 안 했다

[prog : 응답 후 Q16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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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 SQ5에서 4, 5번 응답자]

Q15. 귀하가 마지막 파트너(배우자)와 헤어진(별거/이혼, 사별 등) 시점은 언제입니까?
년 (1990∼2019년만 입력가능)
Q15-1. 귀하는 마지막 파트너(배우자)와 헤어진 ‘1년 전’과 ‘1년 후’에 수입이 되는 일과 관련
하여 어떠하였습니까?
Q15-1-1. 헤어지기 1년 전

Q15-1-2. 헤어지고 1년 후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했다
④ 일을 안 했다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시간제로 일했다
④ 일을 안 했다

[prog : 응답 후 Q16으로 이동]

Q16. ‘결혼’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삶에서 ‘결혼’이 어떤 영향
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혼’인 경우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그 외의 경우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나쁜
영향

다소
나쁜
영향

영향
없음

다소
좋은
영향

매우
좋은
영향

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3)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상황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성생활

①

②

③

④

⑤

6)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①

②

③

④

⑤

7) 삶의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노후 돌봄

①

②

③

④

⑤

9) 인생의 불안정감 해소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11)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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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귀하의 주변 사람들은 귀하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되지
않음
⑨

1) 내 ‘부모님’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척들’은 대부분 내가 결혼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결혼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4. 자녀관
Q18. 귀하는 자녀를 가진다면, 몇 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가 없는 것이 좋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Q19. 귀하는 앞으로 3년 이내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마도 아니다

아마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prog : 1, 2응답자 Q19-1로 이동 / 3, 4응답자 Q19-2로 이동]

Q19-1. 앞으로 3년 이내 자녀를 (더) 가지지 않는다면, 귀하는 그 이후에는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마도 아니다

아마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prog : 1, 2응답자 Q20으로 이동 / 3, 4응답자 Q19-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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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자녀를 (더) 가진 후’에 수입이 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prog : Q19에서 3, 4번 or Q19-1에서 3, 4번 응답자]

Q19-2. 귀하는 ‘자녀를 (더) 가진 후’에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고 싶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고 싶다(칼퇴근)
③ 전일제로 일하되 일정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다
④ 시간제로 일하고 싶다
⑤ 일을 안 하고 싶다
[prog : Q19에서 3, 4번 or Q19-1에서 3, 4번 응답자]

Q19-3. 귀하는 ‘자녀를 (더) 가진 후’에 다음 중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하게 될 것이다(칼퇴근)
③ 전일제로 일하되 일정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될
것이다
④ 시간제로 일하게 될 것이다
⑤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
[prog : SQ6에서 1∼4번 응답자]

Q20. 귀하는 귀하의 자녀 ‘임신 1년 전’과 ‘출생 1년 후’에 수입이 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
하셨습니까?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Q20-1. 자녀 임신 1년 전

Q20-2. 자녀 출생 1년 후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전일제로 일하되 일정기간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했다
④ 시간제로 일했다
⑤ 일을 안 했다

① 전일제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에 전념했다
② 전일제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일했다
|(칼퇴근)
③ 전일제로 일하되 일정기간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했다
④ 시간제로 일했다
⑤ 일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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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다음은 사람들이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여기는 여러 측면들입니다.
귀하가 자녀를 (더) 가지는 결정에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대체로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건강’하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파트너(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파트너(배우자) 없이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파트너(배우자)’가 ‘안정적인 일’이 있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파트너(배우자)’가 ‘건강’하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파트너(배우자)’의 공평한 ‘가사분담’은 자녀를 (더) 가지는 결정
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파트너(배우자)’의 적극적 ‘양육참여’는 자녀를 (더) 가지는 결정
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1) ‘내’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파트너(배우자)’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유연해지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파트너(배우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유연해지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입시 및 교육제도’가 ‘덜’ 경쟁적이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7) ‘안정적인 집’이 있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8) ‘아동수당’이 충분하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아이를 낳을 때 ‘출산장려금’이 충분하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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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자녀’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삶에서 ‘자녀’는 어떤 영향
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나쁜
영향

다소
나쁜
영향

영향
없음

다소
좋은
영향

매우
좋은
영향

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3) 원하는 취미/여가를 누릴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상황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성생활

①

②

③

④

⑤

6)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파트너(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파트너(배우자)가 원하는 일/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9) 삶의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노후 돌봄

①

②

③

④

⑤

11) 인생의 불안정감 해소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13)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Q23. 귀하의 주변 사람들은 귀하가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되지
않음

1) 내 ‘부모님’은 내가 자녀가 (더)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내 ‘친척들’은 대부분 내가 자녀가 (더)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자녀가 (더)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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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자녀와 함께 하는 삶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울면 주변 사람들이 눈
치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웃은 아이들이 소음을 일으키면 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린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도로위 차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에 아이들이 놀만한 충분한 놀이공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Part 5. 가치관
Q25. 귀하는 앞으로 10년 뒤 자신의 삶이 지금의 자신의 삶에 비해,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삶과 비교할 때 각각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대체로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지금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 세대에 비해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지금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 세대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7)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 세대에 비해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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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한국사회에서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의 삶은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15세
(중학교 3학년) 무렵에는 어떠했는지, “현재”는 어떠한지, “10년 뒤”에는 어떠할지 응답해
주십시오.
15세(중3)

현재

최상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최하

최상

최하

10년 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최상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최하

Q27. 귀하는 직장, 학교, 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Q28.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Q29. 귀하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페미니스트가 무엇인지 몰라서 응답할 수 없다
Q30. 귀하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성별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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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다음은 결혼과 자녀, 일상생활과 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남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남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다 있어야 행복하게 자란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비혼모로 혼자 출산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는 성년(만 18∼20세)이 되면 독립된 삶을 시작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동성애 커플도 이성애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4) 여성이 배우자보다 많이 벌면 부부관계에는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5)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좋은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여성은 배우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
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은 수입이 있는 일만큼이나
보람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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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아빠는 엄마만큼 자녀양육에 깊게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빠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
하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Part 6. 정책적 대응
Q32. 다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다음 중 귀하
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__ 2순위 : _______
① 경제 안정

②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나아감

③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로 나아감

④ 범죄와의 전쟁

Q33. 다음은 일자리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 대책의 우선순위는 ‘여성’
보다 ‘남성’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 대책의 우선순위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 대책의 우선순위는 ‘자녀
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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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다음은 정부책임영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
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은 정
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빈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것’은 정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령기 아동’을 ‘방과후에 돌보는 것’은 정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정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빈곤한 대학생’을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
은 정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빈곤한 유자녀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빈곤한 노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책
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Q35.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출생아 수 감소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②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③ 약간 심각한 문제이다

④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Q3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②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③ 약간 심각한 문제이다

④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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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 정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목표를 전환한다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 전환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기존

변경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출산율 1.5’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Q38. 다음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방향들입니다. 각 방향의 정책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남녀 모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3)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4) 결혼에 관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5) 첫째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

①

②

③

④

⑤

6) 다자녀 가구 우선의 지원정책

①

②

③

④

⑤

7) 임신과 출산이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8)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을 지원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부 록 ❚ 353

Part 7.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DQ2. 귀하는 ‘지난 1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지거나 행동하셨습니까?
거의
드물게

때로

1)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2)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3)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4) 무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5)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6)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7) 슬픔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상당히 대부분

DQ3.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명 (10명까지 응답 가능)

DQ4. 귀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나의 부모, 조부모
② 파트너(배우자)

[prog : SQ5에서 2, 3번 응답자 외에는 체크되지 않도록 함]

③ 파트너(배우자)의 부모 [prog : SQ5에서 2, 3번 응답자 외에는 체크되지 않도록 함]
④ 자녀(아들, 딸)
⑤ 친구, 직장동료
⑥ 형제, 자매 등 혈연
⑦ 동거인 없음

[prog : DQ3에서 1명 응답시, DQ4, 7번 자동 응답으로 체크
후 DQ5로 이동]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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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 SQ5에서 2번 응답자]

DQ5. 귀하의 파트너(배우자)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prog : SQ5에서 4, 5번 응답자]

DQ5-1. 귀하의 파트너(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

③ 고등학교 중퇴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재학(휴학 포함)

⑥ 2･3년제 대학 중퇴(수료 포함)

⑦ 2･3년제 대학 졸업

⑧ 대학교(4년제) 재학(휴학 포함)

⑨ 대학교(4년제) 중퇴(수료 포함)

⑩ 대학교(4년제) 졸업

⑪ 대학원 재학 이상
DQ6. 귀하의 파트너(배우자)는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하셨습니까?
※ 아르바이트, 일시휴직자,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도운 경우 포함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에 응답해 주세요.
- (휴직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병이나 사고, 출산, 육아, 연가 등의 사유로 일시휴직한 경우
- (무급가족 종사자)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도운 경우

① 예 (→ DQ7-1로 이동)

② 아니오 (→ DQ9로 이동)

DQ7-1. 귀하의 파트너(배우자)는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에 대해 다음 각 영역
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영역

내용

종사상
지위

①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있음) (→DQ7-1-1로 이동)
② 자영업자(내 사업을 함) (→DQ7-1-2로 이동)
③ 무급가족 종사자(돈을 받지 않고 가족친척의 일을 도움)
(→DQ7-1-3으로 이동)
④ 특수고용 종사자(개인적으로 고객을 찾아 실적만큼 소득을 얻음. 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DQ7-1-3으로 이동)

고용형태

DQ7-1-1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무기계약직
③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아르바이트, 재택･가내 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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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DQ7-1-2
① 고용원이 없음
② 고용원이 있음

DQ7-1-3
직업

① 관리자(회사 임원 등)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사, 과학연구원, 감독･연출가, 사회복지사,
부동산 중개인 등)
③ 사무종사자(인사･총무･기획･영업･홍보･안내･접수･전산 업무 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미용사, 간병인, 피부관리사,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승무원 등)
⑤ 판매종사자(도매 및 소매 판매 종사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등)
⑥ 농임어업 종사자
⑦ 숙련기능직 종사자(재단사, 정비사, 설치 및 수리기사, 미장공, 세공사 등)
⑧ 반숙련 기능직 종사자(각종 공장의 기계 조작원, 차량 운전사 등)
⑨ 단순직 종사자(청소원, 택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⑩ 군인

DQ7-1-4
직장유형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DQ7-1-5
주당
실 근로시간

주당 _______시간 (18∼168시간만 입력 가능/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8∼168까지 입력 가능)
※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의 실제 평균 근로시간으로 작성해 주세요.

[prog : DQ6에서 1번 응답자]

DQ7-2. 귀하의 파트너(배우자)는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주업)’를 통해서 다음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

비가입

해당
없음

①

②

③

2) 건강보험

①

②

3)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여부로 응답)

①

②

1) 고용보험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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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8.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3년제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⑧ 잘 모름/아버지가 안 계셨음
DQ9.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3년제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⑧ 잘 모름/아버지가 안 계셨음
DQ10. 귀하께서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기준)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아
버님의 일자리가 자주 변동된 경우는, 가장 길고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
시오.
① 관리자(회사 임원 등)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사, 과학연구원, 감독･연출가, 사회복지사,
부동산 중개인 등)
③ 사무종사자(인사･총무･기획･영업･홍보･안내･접수･전산 업무 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미용사, 간병인, 피부관리사,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승무원 등)
⑤ 판매종사자(도매 및 소매 판매 종사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등)
⑥ 농임어업 종사자
⑦ 숙련기능직 종사자(재단사, 정비사, 설치 및 수리기사, 미장공, 세공사 등)
⑧ 반숙련 기능직 종사자(각종 공장의 기계 조작원, 차량 운전사 등)
⑨ 단순직 종사자(청소원, 택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⑩ 군인
⑪ 퇴직/무직
⑫ 전업주부
⑬ 잘 모름/아버지가 안 계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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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1. 귀하께서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기준)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아
버님의 일자리가 자주 변동된 경우는, 가장 길고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
시오.
① 관리자(회사 임원 등)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사, 과학연구원, 감독･연출가, 사회복지사,
부동산 중개인 등)
③ 사무종사자(인사･총무･기획･영업･홍보･안내･접수･전산 업무 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미용사, 간병인, 피부관리사,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승무원 등)
⑤ 판매종사자(도매 및 소매 판매 종사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등)
⑥ 농임어업 종사자
⑦ 숙련기능직 종사자(재단사, 정비사, 설치 및 수리기사, 미장공, 세공사 등)
⑧ 반숙련 기능직 종사자(각종 공장의 기계 조작원, 차량 운전사 등)
⑨ 단순직 종사자(청소원, 택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⑩ 군인
⑪ 퇴직/무직
⑫ 전업주부
⑬ 잘 모름/아버지가 안 계셨음
DQ12.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빌라)

④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⑤ 기숙사

⑥ 그 외 비주택(고시원, 일터의 일부 공간, 숙박업소 등)
⑦ 기타 (

)

DQ1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⑤ 무상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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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4.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명의는 누구입니까?
※ 자가가 아닌 경우(전세, 월세 등) 계약 명의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공동 명의의 경우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2명까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본인
② 나의 부모, 조부모
③ 파트너(배우자)

[prog : SQ5에서 2, 3번 응답자 외에는 체크되지 않도록 함]

④ 파트너(배우자)의 부모 [prog : SQ5에서 2, 3번 응답자 외에는 체크되지 않도록 함]
⑤ 친구, 직장동료
⑥ 형제, 자매 등 혈연
⑦ 학교, 회사
⑧ 지자체(공공주택)
⑨ 기타 (

)

DQ15. 귀하와 귀하의 부모, 파트너(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얼마입니까?
∙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세후 금액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시더라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본인: 월 평균

만원

[prog : SQ5에서 2, 3번 응답자] 파트너(배우자): 월 평균

만원
만원

부모: 월 평균

(0~1000까지 입력 가능)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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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표본설계 내역
1. 조사대상
○ 전국의 만 20~39세 일반국민

2. 모집단
○ 최신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자료를 모집단 비율로 활용(2019년 9월말
기준)
<부표 2> 지역별 모집단 현황*
지역

남성

여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소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소계

총계

전체 1,743,588 1,825,824 1,621,315 2,005,558 7,196,285 1,583,309 1,633,021 1,512,211 1,927,741 6,656,282 13,852,567
서울 312,978 398,508 357,806 392,780 1,462,072 331,650 406,759 359,662 391,249 1,489,320 2,951,392
부산 112,042 117,327
대구

88,237

98,106

124,987 452,462 102,171 105,750

92,723

120,934 421,578

874,040

86,947

72,219

86,166

333,569

77,209

72,810

63,088

86,124

299,231

632,800

인천 100,573 111,761

96,094

120,400 428,828

92,682

101,154

89,611

114,310 397,757

826,585

광주

57,278

51,411

42,339

55,850

206,878

52,542

46,638

40,504

55,359

195,043

401,921

대전

55,665

56,562

48,054

55,724

216,005

51,391

49,159

43,025

54,461

198,036

414,041

울산

42,091

41,540

37,191

47,543

168,365

33,418

32,629

31,791

44,370

142,208

310,573

경기 446,520 477,908 433,442 551,197 1,909,067 406,987 426,741 405,210 530,260 1,769,198 3,678,265
강원

52,802

47,477

39,847

49,085

189,211

42,798

36,523

34,594

46,763

160,678

349,889

충북

55,304

55,257

47,354

57,852

215,767

46,581

42,340

41,087

53,573

183,581

399,348

충남

75,879

76,487

78,105

101,399 331,870

64,614

63,657

69,157

92,337

289,765

621,635

전북

62,446

52,574

43,996

58,460

217,476

53,641

44,983

41,040

55,543

195,207

412,683

전남

60,856

50,362

43,111

59,549

213,878

49,493

41,486

39,163

53,393

183,535

397,413

경북

85,884

79,387

72,183

91,270

328,724

67,809

60,795

60,661

83,805

273,070

601,794

경남 112,700 101,445

93,570

128,019 435,734

90,507

82,830

83,680

120,496 377,513

813,247

제주

17,898

25,277

19,816

18,767

17,215

24,764

166,941

22,333

20,871

86,379

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 9월말) 기준

8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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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설계
가. 기본방향
○ 주요 변수별(성, 연령, 지역, 혼인상태, 학력수준 등) 비교분석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진행

나. 표본설계 방법
○ 통계조사에서 표본크기는 가용 조사인력 및 예산, 조사 소요시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 수준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조사 목적 및 내용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서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며, 그에 따라 시도별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배분 진행
○ 전체 예산과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표본크기를 6,000명
으로 결정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의 한계는 ±1.3%p 수준으
로 안정적인 통계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추가적으로 본 조사의 목적을 고려해서 혼인 상태, 학력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의 변수를 고려 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혼인 상태 등 추가 변수
의 반영은 현실적인 조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비율을
고려해서 층화를 실시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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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표본배분
남성
지 역

여성
총계

오차의
한계(예상)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소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체

726

759

676

839

3,000

714

733

681

872

서울

131

166

149

165

611

150

183

162

178

673

1,284

± 2.7%p

부산

47

49

41

52

189

46

48

42

55

191

380

± 5.0%p

대구

37

36

30

36

139

35

33

28

39

135

274

± 5.9%p

인천

42

46

40

51

179

42

46

40

52

180

359

± 5.2%p

광주

24

21

18

23

86

24

21

18

25

88

174

± 7.4%p

대전

23

23

20

23

89

23

22

19

25

89

178

± 7.3%p

울산

17

17

15

20

69

15

15

14

20

64

133

± 8.5%p

경기

186

198

180

230

794

183

191

182

239

795

1,589

± 2.5%p

강원

22

21

17

21

81

19

16

16

21

72

153

± 7.9%p

충북

23

23

20

24

90

21

19

19

24

83

173

± 7.5%p

충남

31

32

32

42

137

29

28

31

42

130

267

± 6.0%p

전북

26

22

18

24

90

24

20

19

25

88

178

± 7.3%p

전남

25

21

18

25

89

22

19

18

24

83

172

± 7.5%p

경북

36

33

30

38

137

31

27

27

38

123

260

± 6.1%p

경남

47

42

41

54

184

41

37

38

54

170

354

± 5.2%p

제주

9

9

7

11

36

9

8

8

11

36

72

± 11.5%p

소계
3,000 6,000

± 1.3%p

<부표 4> 고려 요인(1): 혼인상태
권역
비율

남성

여성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0.161

0.359

0.206

0.275

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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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고려 요인(2): 학력 수준
남성

권역
비율

여성

고졸 이하

대재 이상

고졸 이하

대재 이상

0.114

0.406

0.104

0.376

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기준

<부표 6> 고려 요인(3): 경제활동 상태
구분

남성

여성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20~24세

0.393

0.607

0.464

0.536

25~29세

0.710

0.290

0.716

0.284

30~34세

0.864

0.136

0.657

0.343

35~39세

0.909

0.091

0.611

0.389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9월) 기준

다. 표본추출
○ 본 조사 대상의 특성,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등을 고려해서 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진행
○ 온라인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모집단의 지역/
성/연령 비율을 반영해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메일 발송 및 조사 진행

4. 가중치 추정
○ 본 조사에서 가중치는 기본 설계 변수(성, 연령, 지역)에 대한 설계 가
중치 및 추가 고려 변수(혼인 상태, 학력 수준, 경제활동 상태)의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해 반복비례가중법(iterative proportional weighting)
을 활용해서 산출
○ 최종 응답 사례수(n=6,350)를 기반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
- 최종 가중치 = 설계 가중치 * 사후층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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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가중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 9월 기준)
- 혼인 상태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기준)
- 학력 수준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기준)
- 경제활동 상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9월 기준)
<부표 7> 성별, 연령별 가중치 적용 현황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조사표본

합계

평균

최소값

최대값

20-24세

632

726

1.15

0.5019

4.6443

25-29세

786

748

0.95

0.5970

4.3978

30-34세

756

696

0.92

0.5334

4.3094

35-39세

967

879

0.91

0.4726

4.1339

Total

3,141

3049

0.97

0.4726

4.6443

20-24세

684

798

1.17

0.6007

3.9461

25-29세

839

838

1.00

0.6706

4.1384

30-34세

754

743

0.99

0.6539

4.1338

35-39세

932

922

0.99

0.5970

4.1750

Total

3,209

3,301

1.03

0.5970

4.1750

20-24세

1,316

1,524

1.16

0.5019

4.6443

25-29세

1,625

1,586

0.98

0.5970

4.3978

30-34세

1,510

1,439

0.95

0.5334

4.3094

35-39세

1,899

1,801

0.95

0.4726

4.1750

Total

6,350

6,350

1.00

0.4726

4.6443

○ 여성의 경우, 가중치 평균은 0.97, 최소값은 0.4726, 최대값은 4.6443
범위에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가중치 평균은 1.03, 최소값은 0.5970, 최대값은 4.1750
범위에서 나타남.
○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
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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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층 수, 는 층 의 표본 수
-  는 층 의  표본 내에서 조사된 응답자 수
-  는 각 조사 대상자에 부여된 가중치
-  는 각 조사 대상자의 변수값
 



-   

 

  

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가중값의 합을 뜻함



○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
   

      
     

      
 






-  은 층의 수
- 는 층 에서의 표본추출단위인 만 20세~39세 표본 수,
-  는 층 내 번째 응답자 수
-   ,


 


-   





     
   



-   

 

   

○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분오차와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오차의 한계   ×  

Abstract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Birthrates (Ⅰ):
An Analysis of the Gendered Life
Perspective and Policy Validation of Youth

Eun-Ji Kim
Hyo-Jean Song
Ho-Jung Bae
Bo-Young Sun
Jin-Hee Choi
Jeong-Mi Hwang

This study is based on a gender analysis of the life perspective
of youth to present a new policy response paradigm for low
birthrates corresponding to the youth’s perspective. This study is
the first half of a two-year research plan that deals with
investigative studies and policy diagnoses on the life perspective
of youth and their policy perceptions.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irs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mended its third basic plan for low birthrates
and an aging society by confirm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plan
in February 2019. An analysis is of the discourse shows that the
basic plan before its amendment claimed that an inadequate
workforce (due to demographic changes) called for an increase in
birthrates by individuals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thus
achieving a total fertility rate needed for a healthy society .
However, this discourse does not include the choices and wishes
of women who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giving birth to
and raising children. Conversely, the post-amendment basic plan
does not envision a simplistic life perspective that assumes
employment, marriage, and childbirth, but instead accommodates
more diverse life courses and seems to succeed in achieving a
certain paradigm shift. There is still a limitation in its inability to
escape demographic paradigms as the title of the plan is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Second, through an analysis of social surveys, such as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study

explored

transformations that youths exhibit in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family for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ment rate
of the youth in their 20s and 30s far exceeds the marriage life table
among those in the same age group. In other words, whil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may have a normal disposition toward
work, there is a rising possibility that this generation’s disposition
toward marriage is not normal. Also, the ratio of both young men
and women who agree with traditional norms concerning marriage
or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s significantly decreasing.
Third,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40
individuals in their 20s and 30s concerning youth. In the lives of

th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Myself” was the most
important unit in employment, work experience, intimacy with
partner, and family formation. The life course among this group
primarily

operated

within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gender

expecting

their

own

have

life

an

individualization

stories

that

framework.
in

“me-centered”

perspective through the life stages. Among female participants,
those who were preparing for employment said that employment
wa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ir lives within the next ten
years, and female workers exhibited significant interest in
“financial

independence

and

wealth

formation.”

Female

participants took individualized work experience as a given and
were acutely aware of the fact that existing family norms could be
threatening elements to their lives. The majority of females
demonstrated a demeanor that prioritized work above marriage,
and they found it difficult to think about children even if they
were to marry. Furthermore, most females considered themselves
non-maritalism. Conversely, males exhibit individualized strategies
that leans toward survival in economic life and surviving in a
competitive job market. Unlike female participants in the same
age group, male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preparing for
jobs think that it would be natural to get married and raise
children following getting a stable job. Males did not have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marriage and dating culture, and they
held an ambiguous expectation that their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y “want to date but things aren’t going well,” would
improve if they were to succeed in employment and gaining
stability in their lives.
Fourth, approximately 6,500 youths in their 20s and 30s were
surveyed to verify life perspectives surrounding work and family.

The primary focus of the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emale
youth, especially females in their 20s, consider a work-oriented
life course to be more important than a family-focused life course.
However, this life course is not easy to thoroughly realize in
Korean society. When entering the labor market, females have low
opportunities for career growth and a high chance of ending up
with marginal jobs. If they have children, the divide between men
and women in work standards will inevitably widen. Accordingly,
females think that equal partnership is the important prerequisite
for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Males, however, do not have
such a proactive life course regarding equal relationships, and
thus, the equal partnership females want may be difficult in reality
to materialize. Young females feel gender discrimination and
misogyny chronic in Korean society and recognize that the
family-oriented life course in Korean society can threaten a labor
life course. Accordingly, when compared to men of the same age,
young females do not want to marry and have children, and this
tendency is stronger among women in their 20s than those in their
30s. However, males are overwhelmingly in support of a model in
which both males and females work instead of only males work in
order to support their family. There is also increased agreement
that males should participate in child-rearing and use paternity
leave. Thus, before a gender-egalitarian transformation takes
place in society at large,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females will not easily change their minds around childbirth. One
could say that individuals in the new generation have the task of
creating equal partnerships. Social policies for this new generation
are faced with the task of creating a political, normative
foundation on which a labor-oriented life course can be realized.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quality of life and gender
equality. First, there is a need for a transformation from the male
breadwinner model to a model in which both males and females
work and care for the family. Second, we must reform policy
directions on which the simplistic life course of employment
leading to marriage and childbirth is based, and allow various
partnerships and intimacy to receive equal treatment. Third, we
must recognize the danger of policy responses to childbirth that
look at female bodies as the belly to produce children. Fourth,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policy directions so that support is
given to families when the first child is born, instead of giving
support only after a second child is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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