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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여성의 모성 기획과 균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최 은 영

본 연구는 모성에 대한 인식과 의미의 변화가 개별 여성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핀다. 기존의 정상적 모성 개념에 부

합하는 출산자 여성뿐만 아니라 출산의 경계 밖에서 모성을 수행하는 이들의 경

험세계와 의미망을 현재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의 변화

가 모성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전제 아래,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의 일상에 편재

되는 변화의 흐름과 저출산·고령사회화라는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모성이 사유되는 방식의 변화와 변화된 모성의 특성을 고

찰하였다. 

오랫동안 여성은 모성과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 위치지어 졌으며, ‘모성(母性)’

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어머니 됨’의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사회 여성주의 논의에서 모성에 대한 접근은 사회의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가 교차하는 전략적 지점으로서 어머니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가 사회‧역사적

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어머니 됨’(motherhood)은 여성 삶

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험으로서 출산적 모성(maternity)

과 양육적 모성(mothering)의 경험 안팎에서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성의 

출산적 측면(maternity)과 양육적 측면(mothering), 모성(motherhood) 정체성

의 측면을 세 축으로 모성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는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모성인식의 형성과정을 살피는 전략으로, 여성을 출산

하는 어머니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당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 주체의 행위

성을 부각할 수 있고,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성물로서 모성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과 정상가족

을 중심으로 ‘정상적’ 모성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모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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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여성들의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여성들은 어떻게 저항하는가를 살피

고자 하였다. 모성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간의 모성을 둘러싼 의미망과 경험

세계의 이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모성 정체성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모

성 인식의 한국적 특수성과 변화의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출산적 모성을 강

화하는 문화적 현상과 다양한 모성주체를 소비주체화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양육

적 모성을 강화하는 문화적 현상을 주목하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개인에

게 이러한 문화적 현상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모성 인식을 하게 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산자 어머니에 국한되지 않게 사례를 구성하였고, 여

성의 위치를 정상 가족 내에 한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생물학적 속성과 양육적 

자원을 갖는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을 심층면접 하였고, 여성의 입장에서 인식하

고 경험한 모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변화하는 모성 인식의 다양한 층위와 현재성

을 포착하고 모성주체의 다변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는 모든 여성이 생애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존재로 사유되는 잠재적 

어머니 담론이 강력한 사회이다. 한국사회에서 생물학적 어머니는 좋은 엄마가 

되는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생물학적 출산자 어머니에게 우월한 위치를 부

여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의 일상에 편재된 IMF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고령사회화라는 인구구조의 변동과 맞물리면서 출산장려주의를 표방하게 

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모성이 사유되는 방식은 변화 해 왔으며  새로운 모성

주체의 형성을 가능케 했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두르러진 변화는 모든 여성

이 어머니가 되지 않는 현상으로서 결혼과 출산이 기피되고, 결혼을 했으나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무자녀여성이 증가하고, 입양과 같은 생물학적 출산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머니 위치가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성장발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출산을 독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개인의 경험세계에서는 임신․출산하는 출산적 모성의 

의미가 약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생물학적 어머니만이 할 수 있었던 

태교와 모유수유 같은 모성의 기능들이 혼자의 힘이 아닌 조력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영아기의 엄마 존재의 중요성 역시 다른 양육자에 의해 대행 되어도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않는 사회적 현실이 

개인 주체의 경험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임신과 출산 경험을 포함하는 출산적 

모성인식과 양육적 모성의 인식 과정에 갈등의 양상도 발견되었다. 가족구성 행

위가 다양해짐은 물론 생애 기획에 임신, 출산, 양육이 매개되는 방식은 더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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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다. 이는 생물학적 어머니 됨이 모성의 핵심적 조건이었던 기존 ‘정상

적’ 모성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행위주체의 저항으로 개인의 삶의 맥락

에서 스스로가 구축한 모성 인식을 의미하며, 개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함

을 인식하게 하였고, 출산적 모성의 속성이 출산자, 또는 여성에 국한되어 형성

되지 않는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사회의 모성은 그간 출산적 모성의 압도적 위치를 지지해 온 모성의 생

물학적 기반이 탈각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생물학적 속성과 무관한 모성의 발현

도 이루어졌다. 예컨대, 임신․출산한 몸의 경험을 지우고, 생물학적 출산자로서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나며, 임신․출산 행위는 자신의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여기에는 변화된 성역할태도 요

구를 비롯하여 출산을 자원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입양이나 재혼, 가족 구성원의 양육 등으로 생물학적 출산자가 아닌 양육적 

모성의 발현도 이루어졌다. 또한 양육적 모성의 발현과 관련하여 일과 모성의 긴

장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도 모성을 구매, 대행, 위임 가능한 것으로 사유하고 있

었으며 전일제 엄마 되기를 거부하였다. 즉 정상가족 안의 여성들이 모성의 통념

에 모두 순응하는 것처럼 외견상 보일 수 있으나 이들 역시도 변화된 모성 인식

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발견된 심리적 속성은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엄마가 행복해

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논리를 적극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를 통제하고자 하

는 욕구, 아이의 양육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자기를 위한 투자와 아이로부

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었다. 출산적 모성 경험의 유무는 엄마노릇

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다만 엄마로 호명되지 않는 엄마들의 엄마노릇이 

존재하고 있었다. 양육적 모성은 소비, 구매, 대행, 위임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되

었고, 양육적 모성 역할의 주체 역시 다양화되었다.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가 하

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하는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개인의 모성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들은 생애기획으로서 모성을 사유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자신의 생물학적 조건

을 주체적으로 사유하며 삶의 시기마다 개인이 구성한 모성 인식을 적극 적용하

며 생애기획을 하였다. 즉, 결혼을 비롯한 가족구성행위와, 임신, 출산, 피임, 낙

태, 불임, 입양 등 출산적 모성의 조건, 양육적 모성의 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

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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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행위의 다양화와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출산적 모성 인식을 하는 개

인주체의 변화, 그리고 양육적 모성의 제반 영역이 상품화되어가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체의 모성 인식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 여성의 

모성 인식은 출산적 모성의 기반이 약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모성의 

속성이 더 이상 생물학적 속성에 지배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을 인지한다. 또한 변화된 모성인식을 하는 주체들은 사회의 모성규범을 내면화

하며 통념적 모성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저항한다. 

이들은 본인의 생물학적 조건과 자원의 규모에 따른 자기관리 주체로서 여성성

과 연루되지 않고 모성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한 주체이며, 생물학적 속성보다는 

양육적 속성을 중심으로 모성을 사유하는 주체이고 모성을 본능과 분리하여 실

천하는 주체이다. 

한국 사회 속에서 모성의 신비는 점점 사라지는 대신 다양한 모성적 속성이 

발견되고 있다. 기존의 모성적 속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모성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사유하였다. 모성의 버거움과 과부하를 숨기지 않았으며 주변 자원

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모성의 신비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경이로움과 출산의 기쁨과 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었

다. 그러나 임신․출산의 경험이 경이롭지만은 않으며, 임신․출산 과정의 의료화에 

의해 지식화되고 탈신비화되고 있다. 또한 낙인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보

람과 기쁨을 연기하였고, 도구적이지 않은 모성, 헌신적인 모성을 가진 존재로 

자신의 모성을 가시화하였고, 출산의지와 모성이 있는 존재로의 표명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전략은 관계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화되었다.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성은 과거의 “비정한 모성”에서 “과도한 모성”으로 변모하였다. 

“비정한 모성”은 생물학적 속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과도한 모성”은 양육적 속

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사유된다. 한국 사회의 모성은 출산적 모성의 속성은 약화

되는 반면 양육적 속성은 강화되고 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중심주의는 ‘모성’의 제반 영역을 상

품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출산적 모성뿐만 아니라 양육적 모성, 모성성의 거래를 

가능케 하였다. 출산적 모성은 의료화 과학화되고 양육적 모성은 위임, 대행, 거

래 된다. 모성 시장을 진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이중전략

은 위기를 생산하고 소비를 부추긴다. 또한 모성 소비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생

물학적 출산자 외 아버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도 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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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면서 경제주체가 되는 방식의 “맘(mom)”들을 생산해 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는 엄마는 “맘”으로 호명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에 포섭하는 신자유주의는 모성을 상품화하였고, 모성을 경험하는 개인을 

합리적 선택의 주체로 호명하였다. 변화된 모성인식과 다양화된 주체에 의해 행

해지는 모성역할의 지속적인 접점에서는 모성의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모성을 사유하는 주체는 젠더 역할과 섹슈얼리티 지형

의 변화 속에 위치하면서도 한국적 가족주의와 출산장려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젠더 역할의 목록을 늘리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성은 소비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주의의 전략의 지점이 되고 있다. 진화하는 모성 시장을 통해 

모성의 상품화, 의료화, 과학화가 촉진되고, 소비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 생물학적 어머니 외 다른 주체들을 양육주체화 한다. 또한  ‘위기’를 생산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과정은 위기에 대한 소비를 모성주체에게 고스란히 전가하였

다. 생물학적 출산자에 국한되지 않는 모성경험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모성적 윤리의 사회적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 있으나, 결국 다양한 위치에서 모성 

실천을 하는 여성주체는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모성 시장의 질서를 따르고 있으

며, 모성 소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모성양극화를 심화한다. 역설적이게도 기

존의 모성인식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을 경험하며 모성규범의 경계 안팎에

서 형성되지만 모성의 상품화와 양극화를 촉진한다. 

본 논문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여성의 모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성의 입장에서 검토한 것으로 출산적 측면과 양육적 측면에서의 

모성 인식 변화양상과 모순적으로 경험되는 모성 정체성의 특성을 가시화하였

다. 모성 인식에 출산적 모성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양육적 모성 환경의 구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모성이 사회통합을 장려하는 사회윤리로 확장되기 위

해서는 여성의 생애를 관통하는 화두로서 모성을 사유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

러한 점에서 모성의 사회 보살핌 윤리화를 꾀하고 모성의 외연을 확장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생물학적 속성에 구애받지 않고 모성 인식이 가능한 여성주

체의 형성과 시장의 논리에 모성 기획의 주도권을 내어 준 것처럼 보이는 양상 

역시도 여성주체의 행위성의 일부로 보는 것으로 모성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

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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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성인식이 직접 출산의 경험을 통

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출산과 모성 정체성의 관계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출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도 모성적 속

성은 있는가, 모성 갈등을 경험하는가, 모성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그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하게 된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녀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이기적이고 잔인

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소녀에게 소년은 무엇이든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다고 고백

했다. 소녀는 소년에게 “네 엄마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결국 소년은 소녀의 말대로 

엄마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 들고 뛰어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때 엄마의 심장이 소년에게 말했다. “애야, 다치지 않았니?”1)

위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모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

서까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임을 환기시킨다. 그러

나 변화된 현실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읽히는 서사일지는 의문이다. 또

한 여전히 헌신과 희생의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로 평가받는지, 혹은 헌신과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좋은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TV 드라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성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대리모,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의 불일치, 낳지 않은 아이를 낳은 아이와 함께 키워야 하는 

엄마, 가족의 품안에서 길러진 아이가 새로운 가족 구성으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엄마, 엄마의 위치에서 내 딸, 내 아들이라 칭하는 이들이 낳은 아이가 아닌 경우 

등, 다양한 위치의 모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더불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모성의 

실체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 매체에서 다루는 모성의 다양한 

1)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전해오는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라는 제

목으로 ‘엄마의 심장’이 ‘부모님의 심장’으로, ‘얘야 다치지 않았니?’가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등으로 변

용되어 회자되기도 하였다. 1997년 7차 교육과정으로 2002년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적이 있기도 하다. 현재는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인용한 내용은 중앙Books에서 

2012년 출간한 <마더쇼크> 30쪽에 실린 내용이다. 

2) 2011년 EBS의 모성 탐구 대 기획 <마더쇼크>는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엄마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고, 

이후 방송의 호응을 얻어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마더쇼크>는 모성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엄마는 행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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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들은 모성이라는 것이 여성이며, 엄마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보

편타당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 주체의 경험이나 정서 상태, 생활환경, 주변인에 따

라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구성물임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한 우리 사회가 모성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이 모성을 가진 존재일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은 여성들의 공통성을 형성

해 왔다. 롱기노(Logino, Helen)와 러딕(Ruddick, Sara)도 여성은 “상상을 통해 

모인 집단(imaginative collective)”으로 출산 행위와 출산의 상징, 그리고 역사적

으로 보호와 보살핌의 책임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온 상상된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

는 집단이라 하였다(러딕, 1995[2002]: 378) 이는 출산ㆍ모성을 기피하거나 선

택, 저항하는 주체의 행위성과 무관하게 작동되는 집합적인 것으로서 스스로를 여

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계급, 학력,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아

이를 낳고 기를 것으로 상정된다는 것이다. 러딕이 말하는 어머니란 여성이 상상을 

통해 결집한 집단이기는 하나 생물학적 출산자들 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머니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시키고 사

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훈육시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역할(mothering)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어머니들이다(러딕, 위의 책: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적 역할과 관련하여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인의 습관과 환상은 어머니역할을 여성에게만 제한시키며 

사회적·경제적 정책에 의해 증폭되어 왔다(러딕, 위의 책:100). 때문에 일상적으로 

어머니라고 규정되어 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출산 경험이 없거나 현재 어머니가 아

닌 여성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모성과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이론적 차원에서의 모성 연구의 전반적 흐름은 주로 출산과 양육의 경험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특정 시기,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임신, 출산, 양육 경험

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왔다. 가족형태와 계급별, 삶의 특정 시기 

않다며, 모성은 아이를 생존케 하는 위대한 힘이며, 설령 모성이 부족하고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고

민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며, ‘엄마’또는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

간으로서, 여자로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을 ‘건강한 모성’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EBS에서 2011년 

9월 방송되었고,  2012년 2월 출간되었다(마더쇼크, EBS <마더쇼크>제작팀 엮음, 중앙books). 책 소개글

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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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별로 모성 연구의 폭이 확장되더라도 기혼자와 기혼 유자녀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어머니’라고 규정되지 않은 여성들의 ‘모성’은 다루어지지 않았

다.3) 이러한 경향에 대해 스니토(Snitow, 1992)와 모렐(Morell, 1994)은 모성이 

어머니 경험 자체에서 성찰의 대상이 되고자 다양한 연구들을 쏟아내고 있던 시기, 

즉 페미니즘 내에서 모성 경험이 모성연구를 압도했던 시기를 어머니가 되지 않을 

선택의 가능성이 무시됐던 경향이 팽배했던 시기로, 모성적 사유가 양육경험에서 

기인한 특별한 인식 발달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머니인 여성들이 어머니가 아닌 여

성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그리고 모

성과 가족의 연관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Morell, 위의 책). 로드만

이 지적하듯이 남성이나 여성이 생각하는 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생각하는 모

성도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과 조건, 나이, 세대, 관계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러

나 지배적 모성 담론은 이러한 개인별 차이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중심으로 한 모

성 실천을 공통분모로 모성을 분석하고 있는 방식으로, 분석 범주와 대상에 제한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왔다(Rothman, 1994). 

여성 일반을 모성의 자연스러운 담지자로 여기는 사회문화에서는 여성이면 누

구나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모성에 의해 통제받고 착취당하기도 하고, 모성 수행 외

의 다른 일을 수행할 때에는,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

라 저평가되고 잘못 해석되는 딜레마를 겪는다(보리스 Boris, 1994). ‘정상적인’ 

모성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모성인식 사이에 갈등과 저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사회의 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생물학적 어머니 됨을 기본 요건으로, 자녀 양육과 가족 경험을 둘러싼 제반 요인

들이 모성과 경합하는 지점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 지점이 여러 사회경제적 위치

의 여성을 통해 다체적으로 분석되면 될수록 출산적 모성의 특성은 더욱 강고해지

고, 왜 어머니가 되는지를 묻지 않아도 되는 생물학적 어머니 모성의 정당성을 강

화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 종국에는 생물학적 어머니 됨과 생물학

적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4) 러딕(위의 책)은 어머니의 사고는 어머니 일의 수행에서 나온다고 

3) 생물학적 출산자들의 모성만을 다룬다는 특별한 언급 없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왔으며, ‘정상성’을 획득

하였다. 또한 유자녀를 중심으로 모성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작업이었으며, 오히려 임신, 

출산, 양육의 경험이 모성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는 듯 착각을 하게 되었으나 이를 지적하는 연구도 생산

되지 않았다.

4) 모성의 개념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소위 “정상적” 모성의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면 현실상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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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어머니 일의 수행의 ‘수행’이라는 것의 수위를 무엇으로 가져오느냐를 

핵심적으로 사고 해 본다면 좀 더 다층적인 모성의 지형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리치(Rich, 위의 책)도 아이가 없는 여성과 어머니는 잘못된 양극화로 모성과 이성

애라는 양 제도를 지탱하는 것일 뿐 매우 단순한 범주라고 언급한 바 있고, 아이에

게 무관심한(unchilded), 아이없는(childless), 혹은 아이와는 별개의(child-free) 

등의 용어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출산한 아이를 중심으로 여성을 정의하는 것의 한

계를 지적 하였다5). 또한 지배적인 모성에 대한 관념과는 달리,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성공한 여성들이 존경스럽기보다는 어리석고 바

보스러워 보일 수 있다.6) 모성은 단일한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성을 실천하

는 특정 조건을 맥락화 하는 문제로 인해 단일하게 구성되며 그것이 일반화 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왔다(Glenn, 위의 책). 

요컨대, 모성이라는 것을 생물학적 범주 안에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만 국한 하거나, ‘정상 가족’ 안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만을 포괄할 것이 아

니라 시대와 그 시대 각각의 규범이나 사회 조건에 의해 범주의 확장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혹은 변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정체성을 분해하여 접근하는 

전략과 이와 관련한 맥락적 사고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성인식의 변화를 

이끈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찬양되는 모성 범주 밖

의 여성들, 즉 무자녀 여성, 비(미)혼모, 비혼 여성, 이혼, 재혼, 사별, 한부모 여성 

등이 모성, 무자녀(childfree, childless), 입양 그리고 낙태 등에 대한 어떤 경험세

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유와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을 둘러싼 담론의 지

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7) 김혜경(위의 책)은 범주 밖 여성들의 모성을 긍정

많은 소수자(?) 어머니, 소수자 여성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질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어머니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압도적 다수이지만, 어머니가 되지 않을 것을 선택했거나 어머니

가 되지 않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도 있고, 자신의 모성을 행복해하지 않는 일부(?) 어머니들의 침

묵당한 언어도 있다. 레즈비안같은 성소수자들도 모성이 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한 범주에 포함되지만 이

들에게도 모성적 “속성”은 존재할 수 있다(김혜경, 위의 책: 161-162).   

5) 우리에겐 남성과 무관하게 선택에 의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여성, 스스로에 의해 정체성이 정해진 여성, 

자기 자신을 선택한 여성을 부를 만한 익숙한 이름이 없다. “unchilded”, “childless”, “child-free”라는 

용어는 단순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여성을 정의한다. “child-free”라는 표현조차도 모성을 거부했

다는 것을 암시할 뿐 그녀 자체로서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Rich, 1995[1976]:312). 

6) 『아이를 낳지 말아야하는 40가지 이유, NO KID』, 코린느 마이어 지음, 이주영 옮김, 이미지 박스, 

2008.

7) ‘찬양’되는 모성 범주 밖의 여성들을 모성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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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유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성을 둘러싼 현재의 지형이 “모성신화의 강고

함”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며, 기존의 범주를 넘어선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곧 거대 담론에서 모성=여성성과 모든 여성들이 모성의 담지자로 그려지

고 있는 현실을 묵과한 결과로 임신 출산 경험 이전의 여성들과 임신 출산이 생애

에 포함되지 않는 기획을 갖는 여성들, 그리고 임신 출산의 경험이 없이도 모성 실

천이 가능한 여성들에 대해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는 연구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

고 있다. 예를 들어 기혼이나 자녀가 없는 무자녀 여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들이 

불임일 것으로 곧바로 사유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삶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한 여성들일 것으로 쉽게 사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꼭 불임인 경

우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니며, 이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는 삶의 의미

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을 수 있다. 또는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일 수 있다(Morell, 1994; 권윤진, 2004).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모성논의가 포함하지 않아온 범주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무자녀 여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고 출산과 무관한 양육역할에 대한 접근으로

서 입양모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자녀의 경우를 불임일 것으로 단

일하게 이해해 오던 인식에서 점차 가족의 한 형태로, 삶의 지향으로, 자녀관의 변

화, 부부관계의 변화 등으로 그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자녀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탐구, 무자녀를 정상가족과의 비교 속에서 상

대적으로 단일범주로 상정해 왔던 것이나, 자발 비자발의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

며, 무자녀 삶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8) 한국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무자녀뿐만 아니라 비혼, 독신, 입양, 낙태 그리고 불

임 등과 관련한 경험 세계적, 실증적 연구들이 늘어가고는 있다.9) 한국적 맥락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찬양’과는 다른 범주의 내용을 담는 “모성 공포증(Matrophobia)”(Rich, 1995:292)이나 

“모성성의 편협성”(Ruddick, 2002[1995]:119), “엄마주의(Mamaholism)”, “나쁜 모성”, “모성의 광기”와 

같은 부분도 포함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8) ‘아이 없음’의 경험, 자발적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 부모가 되지 않는 경험, 자녀 없는 삶이 지배적 

모성규범과 어떠한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경험하는지 살피는 연구(권윤진, 2004; 신은숙, 2005; 조준영, 

2007; 강경자, 2005; 김상수, 2006)가 있고, 무자녀 가족의 모습과 규범, 자녀의 의미를 성찰한 질적연구

(김혜경, 2001a), 무자녀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양성은, 2004; 박수미, 정기선, 2006)와 결혼초기 무자녀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손정숙, 1999), 그리고 인구학, 보건학의 관점에서 무자

녀를 ‘소재’로 다룬 연구(김한곤, 1999; 안동현, 2005; 최민자·박경애, 2007)가 있다. 

9) 무자녀 여성의 범주 자체도 연령, 의도, 선택, 현재 상태,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신체적 조건 등과 관련하

여 세분화 되고 있으며, 이들이 여성 정체성과 겪는 갈등,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전략, 스스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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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성 논의는 기혼여성의 경험세계로 한정되며, 기존의 모성이데올로기와 경합, 

협상하는 지점을 보이고는 있으나 모성개념의 변화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혼

인과 무관하게, 또는 출산 경험이 없는 모성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 즉 모성 논의

의 범주와 대상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현

재 한국 사회에는 여성들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내 위치가 등장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 여성,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

는 여성 등 여성 삶의 모습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 출현10)하며, 

노동 시장 참여 구조와 방식이 변화하고, 결혼과 출산의 태도가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여성의 생애경험과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사회의 혼인은 초혼 지속 건수는 적어지고, 

재혼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표 1> 1990~2012년 혼인 종류별 혼인

                                                                       (단위 : 건)

년도 총계 초혼 재혼 사별후재혼 이혼후재혼 미상

1995 398,484 355,824 39,843 6,078 33,765 2,817 

2000 332,090 283,357 48,132 5,466 42,666 601 

2005 314,304 245,226 66,587 6,194 60,393 2,491 

2010 326,104 268,541 57,451 4,773 52,678 112 

2011 329,087 272,551 56,430 4,229 52,201 106 

2012 327,073 270,495 56,488 4,171 52,317 90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또한 자녀가 없이 이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이 

모성에 대한 사고 등에 대한 질적 연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축적되고 있다. 최근에

는 재생산과 관련한 다양해진 선택지들과 관련하여 피임, 불임, 자발적 무자녀, 생물학적 부모 되지 않기 

등과 여성성, 모성의 관계가 이론적 관심사로 연구 되고 있는 추세이다(Walker, 2011; Scott, 2009; 

Lavania, 2006; Cannon-Jones, 2005; Defago, 2005; Gillespie, 2001; Lisle, 1996; Morell, 1994, 

Woollett, 1991; Veevers, 1980; 1983).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의 모성 연구의 범위는 무자녀 논의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혼여성의 경험세계로 한정되며, 기존의 모성이데올로기와 경합, 협상하는 지점을 보이

고는 있으나 모성개념의 변화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혼인과 무관하게, 또는 모성에 대한 사고와 연

관하여 무자녀성(무자녀 되기, 남기, 선택하기)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 기존의 가족 구성 행위에 비해 그 구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다양함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형

태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1인(나홀로) 가족 등의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울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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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존재해 왔으며, 자녀가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표 2> 1995~2012년 미성년 자녀수별 이혼

                                                                                 (단위: 건)

년도 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미상

1995 68,279 19,545 22,463 22,490 3,781 0 

2000 119,455 33,434 38,034 41,013 5,229 1,745 

2005 128,035 45,414 34,976 40,227 5,997 1,421 

2010 116,858 53,677 29,954 28,327 4,640 260 

2011 114,284 53,856 29,000 26,678 4,410 340 

2012 114,316 53,739 29,928 26,247 4,142 260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한부모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별보다는 이혼과 미혼으로 인

한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990년 총가구수의 7.8%에서 2000년 7.9%, 

2010년에는 9.2%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13). 또한 전체 혈연가구수 중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수의 비율은 1970년 5.4%, ‘80년 6.4%, ’90년 9.3%, 

200년 14.8%, 2010년 20.6%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자녀부부의 증가 추

세를 나타낸다(통계청, 2013). 

<표 3> 한부모 가족 형성 사유

(단위 : 천가구, %)

연
도
별

총가
구수
(a)

한부모가구 수
한부모가구

비율(b/a)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계(b)

1990 11,355 498(56) 79(8.9) 85(9.6) 227(25.5) 889(100.0) 7.8

1995 12,958 526(54.8) 124(12.9) 94(9.8) 216(22.5) 960(100.0) 7.4

2000 14,312 502(44.7) 245(21.9) 123(10.9) 252(22.5) 1,124(10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0) 8.6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0) 9.2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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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혈연가구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12,995

핵가족(%)

부부 5.4 5 6.4 7.8 9.3 12.6 14.8 18 20.6

부부와미혼자녀 55.5 55.6 56.5 57.8 58 58.6 57.8 53.7 49.4

한부모와미혼자녀 10.6 10.1 10 9.7 8.7 8.6 9.4 11 12.3

직계가족
(%)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1.2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 6.8 5.7 5

기타가족(%) 9.7 17.9 16.1 14 13.8 11.2 10.1 10.4 11.6

<표 4>가족의 형태별 분포

(단위: 천가구,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렇듯 가족 구성행위는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경험세계 안에서 모

성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모성개념으로 설명하

거나 정책 범주 안에 수용할 수 없는 개인을 형성하고 있다.

길스피(Gillespie, 2001)는 사회의 변화는 모성 개념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지적

한 바 있다.11) 자발적으로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증가를 이미 모성인

식의 변화로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출산의 태도와 관련한 출산적 모성 영역에 한

정하여 인식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출산을 이미 경험한 여성들의 모성 인식과 

출산과 무관한 양육적 모성 등과 관련한 다각적 측면의 변화를 다루지 못했고, 양

육적 모성과 모성정체성의 다면적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였고 양육적 모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로 인한 모성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다.  양육적 모성의 

다양한 실천의 의식과 경험세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모성의 사회적 구성성과 

사회 규범의 가부장성을 밝혀 왔으나 결과적으로 출산적 모성논의를 지지하는 결

과를 초래했다. 즉 출산적 모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임신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경험세계를 분석해 온 모성 

11) 벨처도 사회 변화와 모성 인식의 변화를 유관한 것으로 보는데, 벨처에 의하면 모성 인식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결과이다( Belcher, 2000: 543). 그러나 한국사회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모성인식의 변화

는 국가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위기’의 맥락으로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수

반하는 모성개념의 변화는 ‘변화’로 포착되지 않고, 가족구성 행위의 다양화와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위치

의 모성에 대한 인식은 묵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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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흐름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 출산적 모성이 모성 인식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을 자연화하였고 임신 출산의 경험 이전의 여성과 이와는 무관한 여성들은 모성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왔으며, 이들을 모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모성 

실천과 모성 갈등과 같은 정체성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공하

였다.12)  

여성들의 생애에 있어서 결혼-임신-출산-양육은 압도적인 생애 경험이며, 이러

한 경험들은 주요하게 모성을 중심에 두고 경험되어 왔다. 모성을 둘러싼 시대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왔고, 모성 실천을 하는 주체들의 변화도 있어왔다. 그러나 모

성이 이데올로기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모성에 대한 담론이 실질

적으로 적용되는 층위와 개념적 층위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이는 현재의 모성 개념이 소위 ‘정상 가족’ 안에 있으면서 ‘어머니’ 다운 어머니

에 의해 헌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규범 외에는 용납되지 않는 이면을 보여준

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혼인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실천의 모습을 

다양화하며,  모성 인식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즉 혼인과 출산, 양육과 관

련된 사회제도의 역사적 변화, 가구와 가족 구성 행위, 가족 구성 시기의 변화, 노

동시장의 변화,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변화발전 등으로 인해 모성 인식은 변화해 

왔다. 

‘정상적인’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모성 규범을 강제해 왔다. 예컨대 무자녀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무자녀부부의 특성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자녀 없음’에 대한 

담론이 무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경험에 기반 해 있지 않았다(조준영, 

2006; 권윤진, 2004; 김혜경, 2001a). 임신, 출산을 통한 여성 정체성의 획득이 다

른 획득 가능한 정체성으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정체성을 획득하지 않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운명적인 

것이었으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 삶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무자녀 가

족경험은 ‘출산’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는 모성인식의 확장․변화 가능성까지도 제시

하고 있다. 낳은 자녀가 없이도 ‘모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정상적 모성을 벗어난 접근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지배적 모성이데올로기의 

12)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성연구의 이론적 경향과 범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구분하여 출

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연구의 주요 개념 부분에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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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확장시켜 보여줌과 동시에 지배적 모성담론의 변방의 현실에 대해서도 가

늠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삶이 ‘모성의 부재’로 인해 타격받지 않은 삶일 수도 있

고, ‘모성의 부재’로 읽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미성숙할 것이다’, ‘이기적일 

것이다’, ‘모성이 없는 존재다’ 등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면밀히 살펴볼 집단임을 확

인시켜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탐구는 기존의 모성에 대한 이분

법적 구분, 안 낳은 것과 못 낳은 것의 경계, 혹은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해 행해지

는 모성과 그 밖의 주체에 의해 행해지는 모성의 차이가 무의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성주체의 다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모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당대의 제도와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사

적․사회적 구성물이다. 모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제약이 다르게 부과되는 변화하고 만들어 지는 개념이며, 다양한 의미를 내

포하고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모성개념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의 제 맥락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가족 구성행위의 다양화, 재생산

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

니가 아닌’, ‘직접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를 ‘저출산 위기’로 접근하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소위 정상 가족 구성 외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한국사회 ‘가족의 위기’로 명명하는 등 ‘위기의식’을 강화하는 맥락으로만 

호명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 하 한국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면

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은 출산장려주의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

러한 출산장려주의 사회문화는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와 정상가족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으로 비출산적 모성개념이 통용되고 있으며, 다양화

된 가족구성행위와 함께 새로운 모성주체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묵도되고 있다. 

기존의 모성에 대한 연구들은 모성이 무엇인지, 모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묻지 않아왔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이들이 당연히 모성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방

식이 존재해 왔다. 사람들이 모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제까지 말해진 모성이 있는 반면에 말해지지 않은 모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출산장려주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히려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

기를 강화하면 할수록 임신-출산-양육 연속체와 모성(maternity-mothering)의 

연속체적 성격은 분화가 촉진되며,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가세하여 새로운 모성주

체들의 등장을 용이하게 하며, 가속화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여성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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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모성이 실천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모성의 담지자로 여겨져 온 여성들의 과부하를 덜고 돌봄의 사회적 재분배

를 꾀하며, 새로운 주체들의 역학을 통해 모성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 보살핌의 

윤리로서 모성 개념의 확장을 꾀한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출산적 모성에 기반 한 지배적 모성과 출산적 

모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출산적 모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출산장려 사

회의 현재적 조건이 사회변화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둘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현재의 모성담론의 현재성을 진단하고, 신자유

주의적 모성주체로서 행위자들을 호명하는 것을 통해, 모성의 경계선을 확장하고

자 한다.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모성 개념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른 행위주체의 행위성의 변화와 모성이 선택될 수 있는 영역으로의 개념의 변화

를 가져온다. 그러나 행위성의 변화는 ‘변화’로 읽히기보다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

산 현상을 방관 혹은 지속시키는 문제 집단, 이기적 집단, 모성이 부재한 집단으로 

일축되고 있으며, 모성 개념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의 ‘변화’라기보다 여전

히 생물학적 출산자들 외 다른 주체들은 ‘모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차

적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 모성 규범과 이데

올로기가 ‘생물학적 어머니 됨(maternity)’을 근간에 두고 구성되어 온 역사적 특

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모성 규범과 모성이데올로기가 출산적 모성에 기

반 해 구성, 유지 되어 온 특성을 파악하고,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의 구성과정과 

이들의 모성선택을 역동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모성 개념의 변화 과정과 

변화된 모성개념의 지형을 파악 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모성주체의 등장과 모성

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변화 과정을 탐색하게 한다. 즉, 기존 중

심담론의 변방에 위치에 있는 모성주체들의 행위성이 생물학적 모성담론으로 환원

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성 개념이 돌봄의 윤리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으로

서 생물학적 출산자가 아닌 경우도 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생물학적 출산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나 모성을 계발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모성이 선택의 차원으

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상적으로 ‘어머니’라고 규정되지 않는 여성들에게 ‘모성’은 무엇인

지, ‘정상적인’ 모성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여성들은 어떻게 이것에 저항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모성의 통념이 정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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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내에서 출산과 양육이 동일한 주체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상적 모성

경험을 전제해 온 ‘출산’ 중심, ‘정상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지 않은 여

성, ‘정상 가족’ 밖에 있는 여성을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정상 가족 안의 여성들 역

시도 지배적 모성 이데올로기에 순응만 하지 않는 주체임을 보이고자 한다. 모성 

인식의 구성 요소를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 정체성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

고 이들 간의 관계 및 변화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모성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자원

1. 모성 논의의 흐름과 범주

1) 여성주의와 모성

(1)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의 모성

여성주의 내에서 모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1960년대 말 직후 페미니즘 제 

2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의제 아래, 모성

이 더 이상 ‘사적 경험’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의 근원이며, 동시에 해방의 

원천이기도 한 ‘재생산 권리’의 차원으로 접근되었다. 또한 출산적 모성의 경험이 

여성을 남성과 다른 범주로 만들어 주는 차이를 발생시키며, 재생산 능력은 여성만

의 본질적 가치임을 긍정하며 모성의 경험세계와 관련한 연구들이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1세대 페미니스

트들의 비판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제도로서의 모성’과 여성에게 해방적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구분하고 후자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Rich, 위의 책).13) 생명을 길러내고 보전하는 끊임없는 실천으

로서의 모성이 비가시화된 상태를 극복하고 이것이 여성들에게 함양하는 독특한 

경험세계와 윤리적 사유를 정당하게 평가하자는 지적은 이후의 모성 연구가 주로 

13) 러너(Lerner;1993;116)는 모성을 출산할 수 있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생리적 또는 육체적 모성과 사회구

성물인 제도로서의 모성,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의 모성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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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경험’과 ‘모성적 사유’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성이 여성의 다른 정체성과 교차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여성의 정체

성과 모성 정체성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14). 바댕테르

(Badinter, 2009[1980])는 모성애가 오랫동안 본능이라는 말로 정의되었기 때문

에 시공을 초월하여 여성의 본능으로, 생물학적, 생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모성적 태

도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모성애가 인류 보편의 모든 

여성에게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으며, 모성애를 발현시키는 것은 여성에 내재한 본

능적 차원보다는 윤리, 사회 및 종교적 가치들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준다. ‘여성’들의 모성은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개인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적인 삶의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으며, ‘이들’의 정체성은 단순하게 

구성되지 않고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계급별, 계층별, 출산경험 유무에 따라 ‘서

로’ 다른 모성의 의미를 함축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물학적 어머니다움

(maternity)에 연루된다. 또한 모성은 단일한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성을 실

천하는 특정 조건을 맥락화 하는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일하게 구성되며 그것

이 일반화 되고 지배적(compulsory) 담론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15). 이러한 이

유로 종종 계급별로 모성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들 연구들은 계층별로, 어떻게 첫 아이를 낳게 되는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들은 

어머니로서의 자아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어

머니를 구획 지을 수 있는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자

아, 시기, 성인 개념과 아이 없음이 모성의 의미를 함축하는지, 어머니다움

(maternity)에 어떻게 연루되는지를 보는 연구들이다. 그리고 모성과 여성성의 관

계에 대한 논의로, ‘여성성(femaleness)’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행해 온 생물학

적 출산과 양육역할이 근간이 되어 만들어짐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고, 어머니가 되지 않을 선택을 한 여성들

은 모성과 여성성이 부재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모렐 Morell, 

1994: 2). 성역할(gender)과 어머니 정체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는 

여성이 아이와의 관계를 사유하는 과정의 복합성을 포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경

향이 있는데, 생물학적 어머니로서의 출산의 역할을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기 때문

14) 이러한 것들은 주로 계급별 모성실천과 경험의 차이, 인종별, 가족 형태 별 모성 경험의 차이, 그리고 모

녀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15)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은 ‘여성’, ‘이들’, 그리고 ‘서로’라는 범주에 어머니가 아닌 여성, 어머니가 되지 않

을 여성이 포함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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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어진 환경과의 갈등과 협상, 즉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 역할에 헌신적

이지 못하고, 어렵게 수행하는가, 또 어머니 됨에 이르는 길은 일시적이고, 예기치 

못한 것이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어머니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선

택으로서의 모성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의 차원이 오히려 부각

되기 십상이었다. 또한 성역할과 관련된 지배 이데올로기들이 중산층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경우 잘 들어맞지 않는 경향도 보였다. 즉 계층이 다른 여성은 임신을 선

택하지 않거나 영원히 임신하지 않기를 선택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논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출산이 문화적 규범인 이들에게는 왜 

아이들을 원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이 왜 아이를 원하지 않는지가 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입

양을 해야 하거나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 이들의 경우는 그들이 아이를 원하는 이

유를 설명할 것이 요구되어졌고, 모성,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생물학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함축들, 불임에 대한 사회의 낙인에 대한 사회의 관념들이 기존의 지배적 

모성 개념과 잘 부합됨을 보여주었다. 비버스(Veevers, 1983)의 자발적 비출산 여

성들에 대한 연구는 무자녀 여성들이 부정적 이미지의 모성개념을 갖고 있으며, 무

능력한 사람들이 출산을 한다는 관념, 자녀를 갖는 다는 것은 순교와 같이 고뇌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 자유를 잃는 것, 그리고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캠벨(campbell, 1985)은 무자녀 여성들이  자

신들의 자녀 없음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 ‘자기정당화’

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모성의 규범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성 규범에 

굴복하지 않는 전략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영구히 비출산을 선택하는 기

혼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 전부터 무자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

이를 갖지 않거나 출산을 지연하거나 출산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는 이들이 부모 

역할에 대한 강한 애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ampbell, 위의 책; Veevers, 

1980). 또 모성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서 사회적 맥락과 행위자의 

중요성을 발견하고자 한 글렌에 의하면 모성이 여성의 정체성 개념에서 자원의 개

념으로 해석되며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이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쟁의 맥락을 갖는

다는 것이다(Glenn, 위의 책). 맥마흔(1995)은 현재의 모성은 대부분의 경우, 제도

적이고 규범적이라기보다 선택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이들이 한 선택이 납득이 가

도록 사회가 “일상적(casual)” 이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모성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또한 스스로를 결정권자로 믿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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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제도로서의 모성’과 여성에게 해방적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구분하고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적극적

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Rich, 위의 책), ‘어머니 경험’과 ‘모성적 사유(러딕 

Ruddick, 2002)’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받

아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도 페미니즘 관점의 모성 연구가 축적되기 시

작하였다16). 한국사회의 모성연구는 ‘제도적 모성’과 ‘경험적 모성’을 구분하는 것

의 의의에 입각한 ‘어머니 경험’과 ‘모성적 사유’를 드러내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

어졌고, 이러한 연구들은 모성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된 

실체임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모성인식 과정에 사회의 규범과 이데올로기가 작용

하며(김민정, 2002), 이로 인해 모성을 생물학적 속성으로 사고하게 되나(김은실, 

위의 책; 심진경, 1998), 여성을 어머니로, 여성다움을 모성으로 동일시(김민정, 위

의 책; 조은, 1999)하게 되며, ‘모성’은 현재의 젠더관계 재편과 새로운 사회조직의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며, 가부장적 질서가 구조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문소정, 위의 책). 전업주부의 삶과 모성이

데올로기를 연구한 윤택림(1996), 모성정체성과의 갈등을 보여준 신경아(1997), 

초기 모성경험을 다룬 노영주(1998), 모성을 여성운동의 성장의 맥락에서 보는 연

구(문소정, 1999), 모성론의 흐름과 성별분업, 심리학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살

피며 기존의 모성론의 한계를 지적한17) 연구(이연정, 1999), 가사기술의 발전이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음을 밝히는 연구(윤정로, 1999), 모성을 이데올로기로

서, 규범으로서 사유하며 국가의 발전 논리와의 관계를 통해 보고자 하는 연구(배

은경, 1999; 황정미, 1999)를 비롯하여 한국의 독특한 어머니 노릇의 특성18)을 드

러내는 연구(심영희, 1999; 신경아, 1999; 이정화, 2004), 사회의 경제·사회·문화

16) 물론 그 이전부터도 어머니역할에 대한 페미니즘적 연구는 이루어져왔다. 1989년 가족법 3차 개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후, 1990년대 초반부터 페미니즘 관점의 가족에 대한 연구가 성장을 이루

며, 본격적인 ‘모성’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가족연구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 즉 가족 내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로서의 삶을 살아 온 이들의 

삶의 특성과 실상 등을 분석적으로 보여주었다(조은, 1990; 박명선·신경아, 1991; 조혜정, 1991; 조형, 

1994; 조은·이정옥·조주현, 1997; 김혜경, 1998). 이후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가족

경험 내에서의 시대별, 연령별, 계급별, 세대별 모성과 모성경험에 대한 문화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가 풍

성하게 이루어졌다(신경아, 1998; 심영희, 1999; 조은, 1999; 이정옥, 1999; 한경혜·노영주, 2000; 안태

윤, 2001; 이재경, 2004; 이재인, 2006, 박혜경, 2009). 

17) 기존의 모성에 대한 논의들은 여성의 욕구를 어머니로서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정해 왔으며, 기혼

여성의 노동참가율 증대, 합계 출산력의 하락, 가사노동 조건의 향상 등 여성들이 처한 물적 조건의 변화

가 모성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모성이 생물학적 결정론과 기능주의적 정의에 의거한 것에서 탈

피하여 여성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환경에 근거하여 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18)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슈퍼우먼’, ‘미시족’, ‘치맛바람’, ‘고3엄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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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와 맞물려 모성의 경험세계가 계급별로 어떻게 경험되며 모성이데올로기와 

갈등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이재경, 2004; 박혜경, 2009), 그리고 상징적으로 

구축되어 온 모성담론의 특성과 재현되는 모성의 규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특성

을 포착한 연구(박희경, 2001; 김현숙·김수진, 1999; 김수진, 1999)들이 있다. 

그리고 모성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성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실체이며, 본래의 모성과 현

재의 모성 사이의 간극은 젠더 관계가 불평등하게 변화되어 온 방식을 여실히 보

여준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어머니 활동과 모성은 여성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겨지

며 어머니와 여성은 동일시된다. 그러나 여성이 어머니로, 여성다움이 모성과 동일

시되는 인식 과정에는 사회의 규범과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김민정, 2002). 모성

을 떠올릴 때,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에도 단순하게 임신이나 출산 

수유 등의 생물학적 속성으로 사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 역시도 모성 규범과 

이데올로기의 작용이다(심진경, 1998). 또한 ‘모성=여성성’의 공식도 어머니 담론

의 영향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성의 사

회적·역사적 구성에 대한 연구는 모성을 본질화 시키고 신비화시키는 담론에 대한 

저항 담론의 의미를 갖는다. 모성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역사적 구성물

이라는 인식은 모성을 제도화하는 방식과 모성의 제도화에 작동하는 사회 세력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조은, 1999). 이렇듯 ‘모성’은 현재의 여성

의 지위나 역할을 비판하고 새로운 여성 주체성의 개발, 남녀 간의 권력관계의 재

편, 새로운 사회조직의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지점으로 다루어져 왔

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성과 모성이 자연스러운 연결로 인식되어 왔고, 그 자

연스러운 연결은 여성의 천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강조되었고, 이러한 인

식은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거나 논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즉, 양성간의 

신체적 차이와 연관하여 모성을 여성의 자연스러운 것,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가부

장제적 모성담론이 성별노동분업이나 사회 전반의 사회구조나 조직, 무의식에 이

르기까지 가부장제적 사회관계를 유지해주고 보장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

였기 때문이다(문소정, 위의 책). 모성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왔고, 

모성의 위치는 가부장적 질서가 구조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모성도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과 조건, 나이, 세대에 따라 다

르고, 모녀 관계나 가족 관계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나 지배적 모성 담론은 이러

한 개인별 차이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중심으로 한 모성 실천을 공통분모로 모성을 



- 17 -

분석하고 있는 방식으로, 분석 범주와 대상에 제한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단일하

게 구성되어 왔다(Rothman, 1994). 이는 곧 거대 담론에서 ‘모성=여성성’과 ‘모든 

여성들이 모성의 담지자’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을 묵과한 결과로 무자녀 여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연구 현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무자녀

는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지 여자가 되지 

않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무자녀 여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질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삶의 기획 과정으로서의 

‘아이 없음’의 경험이 지배적 모성규범과 어떠한 협상의 과정을 거치는지, 협상 과

정 속 행위성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는 연구(권윤진, 2004)와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를 당연시하고 ‘모성 본능’을 강조하는 ‘제도적 모성’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갈등과 협상으로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신은숙, 2005), 자발적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 초점을 두고 생활세계의 갈등과 협상을 연구함을 통해 ‘생물

학적 모성’을 넘어 ‘사회적 보살핌’으로의 확대를 모색하는 연구(조준영, 2007), 자

녀가 없는 여성이 부모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성찰적 물음을 중심으로 한 “무자녀 

원장으로 부모교육 하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강경자, 2005)와 30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무자녀 가족 내 여성의 대응적 삶을 살펴본 연구(김상수, 2006)가 있고, 

무자녀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양성은, 2004; 박수미, 정기선, 2006), 결혼초기 무

자녀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손정숙, 1999), 그리고 인

구학, 보건학의 관점에서 무자녀를 소재로 다룬 연구(김한곤19), 1999; 안동현, 

2005; 최민자·박경애, 2007)가 있다. 한국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가

운데 ‘무자녀’ 뿐만 아니라 ‘비혼’, ‘독신’, ‘입양’, ‘낙태’ 그리고 ‘불임’ 등과 관련한 

경험 세계적, 실증적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다.20)  

어머니 정체성의 수용이 한 가족 안에서 어머니, 며느리, 아내라는 안정적 정체

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 더 이상 단일하고 유일한 정체감 획득의 수단

이 아니게 되면서 이를 체득하고 수행해 왔던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모성은 

19) 서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자발적 무자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불임과 

관련된 비자발적 무자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 이들의 무자녀율을 분석한 연구이다.   

20) 서구의 경우, 무자녀 여성의 범주가 연령, 의도, 선택, 현재 상태,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신체적 조건 등

과 관련하여 세분화 되어있고, 이들이 여성 정체성과 겪는 갈등,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전략, 스스로의 

인식, 모성에 대한 사고 등에 대한 질적 연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산과 관련한 다양해진 선택지들과 관련하여 피임, 불임, 자발적 무자녀, 생물학적 부모되지 

않기 등과 여성성, 모성의 관계가 이론적 관심사로 연구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의 

무자녀 논의는 기혼여성의 경험세계로 한정되며, 법적 혼인과 무관하게, 또는 모성에 대한 사고와 연관하

여 무자녀성(무자녀 되기, 남기, 선택하기)을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낯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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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며 

어머니들의 의식과 경험도 변화를 겪는다(신경아, 1997; 1999). 또한 자본주의의 

가속화와 사회적 조건의 변화로 여성들이 가정과 모성 밖 영역에서 정체성 찾기가 

실현되었고, 이로 인해 모성이데올로기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글렌 Glenn, 

1994).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애 언젠가

는 어머니가 되고,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어머니 일의 목록을 늘리며21) ‘훌륭한’ 

어머니의 역할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지배적 모성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며, 제도화된 모성을 작동시킨다.22) 

(2) 모성(maternity-mothering) 연속체의 분절

모성은 고정된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며 어머니들의 의식과 경험도 변화를 겪는다(신경아, 1997; 1999). 또한 자

본주의의 가속화와 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모성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

(글렌 Glenn, 1994).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모성은 생물학적 

어머니 담론에 의해 한정되어 구성되었고, 기존의 모성 연구들 역시 생물학적 범주

에 의해 개념화되는 ‘모성’의 한계를 갖는다. 생물학적 어머니 됨, 즉 임신-출산-

수유-양육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출산이 ‘어머니 됨’을 압도하였고, 

출산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가 결정되는 사회·문화적 사건임에도 불구하

고 생식 능력의 실현인 생물학적 사건으로서만 고려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김은실, 

1996). 

한국 사회의 모성 개념은 지배적 모성 담론의 구성 방식과 마찬가지로 현재 변

화하고 있는 젠더 관계와 섹슈얼리티의 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모성의 생물학

적 특성(maternity)을 중심에 두고 ‘모성’이라는 것을 사고하는 방식으로, 모성

(motherhood)이 출산과 양육의 연속체(maternity-mothering continuum)23)로 여

21) 자녀의 교육 매니저(과외 팀 꾸리기, 스케줄 짜기, 사교육시장에 실어 나르기 등), 각종 재테크, 엄마달인

(의/식/주의 과학적 관리 등) 등 어머니 노릇의 목록은 끝없이 늘어가고 있다.  

22) 이성관계라는 제도가 단순히 남녀 간의 다정함과 성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

화된 모성, 즉 모성이라는 제도는 자녀를 낳고 보살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 두 제도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규범과 조건을 만들어 낸다(리치 Rich, 1995: 47).

23) 연속체(continuum)란 사전적 정의로 물체를 더 작은 요소로 무한히 나누어도 그 각각의 요소가 전체로서

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뜻 한다. 본문에 사용한 ‘모성(maternity) 개념에 압도 된 모성

(maternity-mothering-motherhood) 연속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어머니 됨의 특성, 즉 출산적 모성

(maternity)을 근간으로 모성(mothering, motherhood)을 사유하고 있는 한국적 특성을 개념화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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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며, 출산과 양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성제도 

속에 위치되는 모성개념을 갖는 가족법의 존재, 그리고 부계혈통의 ‘친생자 됨’이 

핵심인 부모자녀관계를 가족의 근간으로 하는 한국적 맥락24)에서는 특히나 출산

적 모성에 압도당하지 않는 모성 개념을 형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이가 없이 어

머니를 상상하기 어렵고, 자녀양육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에 의해 어머니 역할을 소

홀히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성적자기결정권과 섹슈얼리티의 적극적 실천행

위로서의 낙태 결정이나 자녀 출산과 연관되지 않는 방식의 성생활을 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껴 마땅하고 이기적이라는 낙인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사유되는 지점

들이 연속체처럼 생애경험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모성은 어머니 

노릇(mothering), 생물학적 어머니 됨=모성(maternity), 그리고 어머니 됨에 필요

한 성품, 혹은 인성적 차원을 의미하는 어머니 정체성(motherhood), 이렇게 세 가

지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문화와 제도, 담론

의 흐름은 생물학적 어머니 됨, 혹은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maternity)에만 강력하

게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념상 세 가지 영역의 

분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머지 두 영역은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에 자연적으로 

부착되는 개념으로 이해 되어온 맥락이 있다는 것이다(최은영, 2010). 또한 한국 

사회의 특성은 생물학적 몸의 경험과 그 이후의 양육경험이 자연스레 맞물려있는 

양상을 띠는데, 출산과 양육의 연속선상의 모성경험을 통해 여성의 ‘진정성

(authenticity)’이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권윤진, 2004:71). 유모에 의해 젖을 

먹이고, 갓난아기의 경우에도 보모를 통해 아이를 돌보고, 입양을 하여 아이를 키

우기도 하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질 수 있었고, 그것과 어머니 됨

이 서로 무관한 방식의 모성 경험을 각각의 영역으로 구축한 사회의 경우와는 차

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모성(maternity-mothering-motherhood)의 세 영역이 분

리되어 사유되는가와 통합되어 사유되는가의 차이는 크며, 한국적 모성의 이데올

로기적 차원, 모성에 대한 규제, 도구화, 제도화된 모성 등의 문제들은 모성을 연속

체로 사고하고 그것을 작동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특성이기도 하다(최은영, 

위의 책). 

필자가 ‘연속체’ 개념에 모성을 결합하여 고안한 것이다. 

24) 한국의 가족법에서의 모성제도는 혈족에서 나타나는 계통성의 개념에서, 그리고 친생자제도에서 규정되

는 모성개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모와의 혈족관계가 인정은 되었으나 호적상의 관계 변화에 포함 되

지 않았던 것으로서의 모성개념, 그리고 아버지의 자식과의 관계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있을 때만 가능하

며 어머니의 생물학은 부성확보를 위한 절대 필요조건으로서의 모성개념을 특성으로 한다(양현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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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적인’ 모성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생애 언젠가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적 모성논의의 흐름에서 러딕은 ‘생물학적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만의 모성적 

사유’를 의미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전유된 측면이 있다. 한국의 모성 연구의 전반

적 흐름은 주로 출산과 양육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계층과 세

대,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특정 시기,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경험적, 질적 연구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임신, 출산, 양육 경험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으며, 생물

학적 출산자들의 모성만을 다룬다는 특별한 언급 없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왔으

며, ‘정상성’을 획득하였다. 이는 곧 거대 담론에서 모성은 본능이며, ‘모성=여성성’

과 ‘모든 여성들이 모성의 담지자’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을 묵과한 결과이다. 또한 

‘정상적인’ 모성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출산과 무관한 여성들의 삶에 대해 부

족한 이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여성성(femaleness)’이라는 개념

이 역사적으로 행해 온 생물학적 출산과 양육역할이 근간이 되어 만들어짐으로 인

해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고, 어머니

가 되지 않을 선택을 한 여성들은 모성과 여성성이 부재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

음을 지적한다(Morell, 위의 책: 2). 또한 성역할(gender)과 어머니 정체성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여성이 아이와의 관계를 사유하는 과정의 복합성을 포

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물학적 어머니로서의 출산의 역할을 여

성의 역할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의 갈등과 협상, 즉 얼마나 많은 여성

들이 어머니 역할에 헌신적이지 못하고, 어렵게 수행하는가, 또 어머니 됨에 이르

는 길은 일시적이고, 예기치 못한 것이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어

머니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모성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으로서의 차원이 오히려 부각되기 십상이었다. 또한 성역할과 관련된 지배 이데올

로기들이 중산층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경우 잘 들어맞지 않는 경향도 보였다. 즉 

계층이 다른 여성은 임신을 선택하지 않거나 영원히 임신하지 않기를 선택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논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동시

에 이루어졌다.25) 

25) 그것은 출산이 문화적 규범인 이들에게는 왜 아이들을 원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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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인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아이 없는 삶’이나 ‘아이가 없다면 어떠했

을 것 같은지’에 대한 유자녀 여성들의 구술에 ‘불임’과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자

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은 ‘기혼’인 여성들에게 ‘아이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 

‘아이 없음’이 사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6) ‘결혼했으면 낳아야지’라는 혼인규범

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기혼이고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불임이라 할 때, 불임의 해소 방법은 출산기술(reproductive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출산기술의 활용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차선책으로서 입양이 고려된다.27)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불임’과 ‘입양’에 대한 서

사는 한국 사회의 모성이 생물학적 출산 기능을 핵심으로 구성되며, 여성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라는 이름의 ‘정상성’과 ‘여성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물학적 어머니가 ‘더 좋은 어머니’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내면화하

고 있는 특성이 있다. 입양한 아이에 대해 “친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까”라거나, 

입양에 대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닌 경우를 “계모”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의식세계는 생물학적 모성과 비생물학적 모

성이 충돌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임과 입양에 대

한 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으로서의 “도리”와 “의무”가 ‘생물학적 출

산 능력’으로 검증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물학적 출산 행위’가 갖는 여성

으로서의 ‘정상성’과 그 때 획득하게 되는 ‘여성성’이라는 자원이 한국사회의 모성

개념에 얼마나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생물학적 출산 능력

과 행위’를 중심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상성’이 획득된다는 것은 한국사회 모성이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핵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생물학적 

출산 기능’은 구술자들의 부모 세대들에 의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으로서의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유지, 강화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생물학적 출산을 당연시하고 아이가 없는 부부를 가족으로 용인하기 꺼려하는 한

려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이 왜 아이를 원하지 않는지가 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입양을 해야 하거나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 이들의 경우는 그들이 아이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 요구

되어졌고, 모성,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함축들, 불임에 대한 사회의 낙인에 

대한 사회의 관념들이 기존의 지배적 모성 개념과 잘 부합됨을 보여주었다. 

26) ‘불임’이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신

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이다(이승주, 2005).   

27) 이 글에서는 출산기술의 문제와 입양의 제 맥락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구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

용한 ‘용어’와 ‘개념’의 수위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한국적 모성의 특성인 ‘출산적 모성’을 ‘정상화’하고 ‘강

화’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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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해보고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

양’이 상대적으로 허용적이라는 것 역시 생물학적 모성담론에 압도된 한국적 모성

관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불임시술의 경험이 있는 구술자들과 구술자들의 부모세

대와는 달리 30대로 갈수록 입양이나 무자녀 선택 대신에 ‘불임시술’이라는 고된 

길을 가는 경우를 탐탁치 않아하는 시선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사회 여성들은 변화

하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조건 하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해진 생애 기획을 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양 측면의 사유가 공존하고 있으며, 지

배적 모성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또 모성의 역사적 사회적 특

수성을 살펴봄으로서 사회적 맥락과 행위자의 중요성을 발견하고자 한 글렌에 의

하면 모성이 여성의 정체성 개념에서 자원의 개념으로 해석되며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이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쟁의 맥락을 갖는다는 것이다(Glenn, 위의 책). 또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성과 모성이 자연스러운 연결로 인식되어 왔고, 그 자연스

러운 연결은 여성의 천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강조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거나 논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즉, 양성간의 신체

적 차이와 연관하여 모성을 여성의 자연스러운 것,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가부장제

적 모성담론이 성별노동분업이나 사회 전반의 사회구조나 조직, 무의식에 이르기

까지 가부장제적 사회관계를 유지해주고 보장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문소정, 1999). 모성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왔고, 모성의 

위치는 가부장적 질서가 구조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성에 대한 연

구는 사회의 규범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전유의 과정이 된다.  

 

2. 사회․경제적 변화와 모성

한국사회는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장발전주의를 표방해 온 한국사회의 성장 논리

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논리를 빠르게 일상으로 흡수하고 있다. 길스피(Gillespie, 

2001)가 지적했듯이 사회‧경제적 변화는 그 사회의 모성 개념과 개인의 모성 인식

의 변화를 수반한다. 즉 다양한 가족이 출현28)하며, 노동 시장 참여 구조와 방식이 

28) 기존의 가족 구성 행위에 비해 그 구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다양함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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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결혼과 출산의 태도가 달라지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여성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이 다양해지면서 모성 개념, 즉 모성 정체성, 모성 역할, 모성 규범, 

모성 이데올로기 등이 변화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모성개념, 그리고 사회변

화양상과 모성역할 수행자의 행위성 간의 역동적 관계를 살필 필요성을 말해준

다.29)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성별분업의 변화, 모성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모성 주체의 구성을 의미한다. 

1) 신자유주의와 모성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는 흐름은 한국사회의 모성주체를 역

동적으로 구성되게 하며 그 내부에서는 주체적인 모성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것은 대개 1980년대 이후로 지적되며 IMF 외환

위기 이후 본격화되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일상적 수준에서 체감하기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강상구, 2000; 안병영·임현백, 2000; 신광영, 2006; 조은, 2010).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며 시장의 자율에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건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중심주의가 그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안병영·임현백, 

2000; 강내희, 2000). 신자유주의의 시장중심주의는 기업에만 국한되었던 이윤지

상주의, 무한경쟁과 같은 자본주의적 경쟁의 논리들을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며, 신

자유주의 전략이 문화적 과정으로 전환되어 사회에 만연하게 될 때, 인간정체성과 

관련된 새로운 조건이 등장하게 된다(강내희, 2000: 36).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

운 주체가 구성된다는 것이다(서동진, 2006; 2009).30)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

가 한국사회의 일상에 편재된 IMF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고령사회화라는 인구구

태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1인(나홀로) 가족 등의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울러 의미한다.

29) 박혜경(2011)도 신자유주의 질서의 강화나 경제위기 등의 사회변화는 가족담론과 가족주의담론의 변화를 

수반함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변화와 다양화를 곧장 가족해체로 보거나 ‘위기’ 담론 속에서 

가족위기와 경제위기를 엮어내는 재현의 방식은 정상가족 관념을 재생산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

한 가족의 형태변화에만 치중하는 ‘가족해체론’이나 ‘가족위기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족 가치관, 가족주

의담론 등 질적 측면을 포함하여 가족변화를 분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0) 신자유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논리에서부터 경제정책, 또는 경제적 변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질서와 체계, 문화축적체계 전반을 포괄한다(원용진, 2001).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신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다만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한국사회에 미친 지대한 영향으로 모

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중심주의가 ‘모성’을 자본화, 상품화 하기에 이르렀으며,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 새로운 ‘모성 주체’가 등장하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이를 가속화하고 있음에 착안하고 있음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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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변동과 맞물리면서 출산장려주의를 표방하게 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모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변화된 모성주체의 모성인식의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부를 불균등

하게 재분배하며 탈취에 의한 축적은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위기관리와 조작, 

그리고 국가 재정의 재분배 등을 통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영역들에서 경

쟁과 상품화가 촉진되는 체제다(하비, 2007). 신자유주의는 직접적인 경제적 삶의 

세계는 물론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종래의 사회적 삶의 세계로 생각되었던 영역

을 모두 기업화(일상의 기업화 entrepreneurship)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도 자

기를 통제하는 기업가, 기업가적 주체, 기업가적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 집단, 

조직, 사회체로 주체화하는 방식으로서의 ‘주체화’가 되도록 한다(Lemke, 2001). 

또한 신자유주의가 모든 영역을 기업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다(서동진, 

2009; 임동근, 2008; 홍은영, 2004).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의에서는 신

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새로운 모성주체를 등장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모성

을 자본화, 상품화, 위임화 하면서 모성주체의 분화를 촉진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와 모성을 연결한 논의는 조은(2010)이 유일하다. 조은(2010)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가치에 대한 욕망과 결부되면서 모성이 자발적 통제의 중심축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주요한 영역이라 하였다. 또

한 역사적으로 계급 및 신분 체계와 모성을 묶어 내는 방식을 한국 가부장제의 중

요한 특징으로 보며, 조선시대의 모성, 성, 신분제를 엮은 재가녀자손 금고법이나 

종모법 등은 모성을 통한 통치가 ‘오래된 발명품’임을 보여준다고 한다(조은, 

1997; 1999; 2010). 모성은 오래도록 계급재생산과 젠더재생산의 주요 연결고리

였다(조은, 2010). 뿐만 아니라 국가의 취약한 가족복지 지원을 대신하는 책임도 

떠맡았고,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개념틀을 통해 계급양극화 맥락에서 젠더 불

평등이 모성에 발현되는 방식에 주목한 조은(2010)에 따르면 저출산은 신자유주의

적 통치성이 모성에 발현되는 주요한 영역임을 보여주며, ‘이성적 모성’의 위기가 

국가 재생산 위기로 설정되는 패러독스 현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모성의 제도화는 

모성이라는 욕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으며 모성이 신분 또는 계급체계와 묶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동인과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 

통치체제에서 젠더 불평등과 모성이 사회전반적 불평등 체계와 묶이는 양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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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통치성, 곡 욕망과 동인의 주체화 방식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는 것이

다. 

소비자본주의의 급성장과 함께 교육받은 중산층 엄마들이 대거 등장했고 1990

년대에는 ‘과학적 모성’, ‘프로엄마’를 강조하는 과학담론들과 상품시장이 확대되었

고, 모성역할을 더욱 정교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쟁이 가열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선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포섭된 ‘신자유주의 모성’의 등

장을 예고했다(조은, 2004; 박소진, 2007). 저출산은 국가 위기로 담론화되고 출산

율 회복이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강조되는데,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이성적 모성의 위기31)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출산은 개인적 수준

에서 ‘생물학적 모성’과 ‘이성적 모성’의 긴장의 영역이며 사회적 수준에서 보면 주

요한 재생산 위기의 영역으로 한국사회에서 국가위기로 연출되는 저출산 위기는 

사실상 이성적 모성의 위기이면서 중산층 재생산의 위기32)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조은(2010)이 말하는 “저출산: ‘이성적’모성의 위기”는 천선영(2003)의 개념으

로, 천선영은 계획된 모성을 ‘이성적’모성으로 정의하고 생물학적 모성에서 이성적 

모성으로의 전이를 근대적 모성으로 명명하며 이성적 모성의 발현을 ‘어머니 되기’

의 새로움으로 해석한다. 이성적 모성의 위기는 근대적 모성의 위기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반응의 즉각성과 유연성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모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임을 확인시켜준다(조은, 

2010).33) 또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어머니 되기’는 전략과 선택이 

아우러지는 매우 합리적이거나 유연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된다(황정미, 2005). 그

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모성은 계급 양극화의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세계

화의 첨단에 서 있다. 계급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산층 가족은 그들의 계층 

하략을 막기 위해 또는 상승이동을 위해 가족주의와 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모성은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제도, 경험, 이데올로기 또는 담론으로서 모성을 

구분하고 정리하여 사용하는데, 조은(2010)의 논의에서의 모성은, 아이를 출산하

고 젖을 먹이는 생리적 모성, 사회적 구성물, 즉, 제도로서의 모성 그리고 담론이나 

31) 본 논문에서는 모성주체의 모성선택으로 접근한다. 즉 저출산은 국가 위기로 담론화되면서 국가는 저출

산을 해결하고자하는 강한 욕망을 구성하며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와 정상가족을 강화하는 담론을 확장

하나 모성주체는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로 변모하며 모성개념을 변화시키고 본인들의 현실적·물적 

조건에 맞는 모성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32) 이 역시 건강가정,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위기로 치환할 수 있다. 

33) 지난 인구 억제 정책 시기에 전세계 2위를 기록하던 인공유산은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낙태금지법으로 제

재되기에 이른 현실, 그리고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그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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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로서의 모성을 포괄해서 사용한다. 조은(2010)에 의하면 젠더34) 불평

등과 젠더 패러독스 논쟁의 핵심에 “모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젠더불평등의 최종

심금에는 남녀의 생식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과 출산할 수 

없는 남성의 다름을 차별화시키고 권력관계화한 젠더체계는 모성과 불과분의 관계

가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속 모성의 전략적 위치는 더더욱 중요해진다. 신자유주

의의 등장과 함께 저출산과 높은 이혼율, 높은 초혼 연령 등이 출산장려주의 사회

의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어머니 되기와 어머니 노릇의 어려움 등 모

성과 관련된 이슈가 주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모성이 작금의 한국사회에 발현되

는 방식과 양태에 초점을 맞추어 조은(2010)은 한국의 모성이 신자유주의 통치성

을 발현하는 지점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저출산, 워킹맘, 글로벌 모성, 부계혈통주

의에 초점을 맞추어 모성에 침윤된 젠더패러독스를 통해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특

성을 읽고자 하였다.    

모성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가장 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임신-출산-육아-양육의 전 과정을 자본의 영역에 포섭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서비스의 내용까지도 상업화, 자본화하였다. 시장

의 논리가 침투하지 않은 곳이 모성의 영역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사

회의 모성은 자본과 결탁되어 있다. 헤이즈(Hays, 1996)는 경제적 합리주의를 근

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비합리적이고 비도구적인 방식으로 모성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1990년대 미국사회는 심리적, 경제적, 정치

적 자율성을 가진 개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소비하

고 관리하고 증대시키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실천이 가능한 개인들의 시

기였음에도 당시의 모성실천자들은 모성에 헌신하고 있었다. 헤이즈는 “집중적 모

성(intensive mothering)”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그러한 비합리적인 모성실천을 

설명한다. 헤이즈가 언급한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는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는 

어머니 개인이며, 아이 중심적이고 전문가의 정보가이드를 준수하며,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몰입하며, 헌신적으로 어머니노릇을 하고, 아이를 최상의 질로 양육하여

야 하며, 아이는 신성하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된 결정은 시장 가치 체계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리하여 양육에 관련된 결정은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효과성과는 다

34) 스콧(1988)의 젠더에 대한 오래된 정의는 아직도 유효하다. 젠더는 단순한 남녀불평등의 체계가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창안하거나 유지하는 체계로서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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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척도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헤이즈의 집중적 모성이

데올로기는 한국사회의 자본과 모성의 결탁과 모성의 양극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한

다. 

2) 출산장려주의와 모성

한국 사회의 변화의 한 축에는 출산율의 저하가 있다. 출산율 저하 경향은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며, 과거 한국 사회의 가족제

도, 혼인, 출산과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에게 특히 단일하고 

동일한 흐름이 예견 되었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생애 압도적 경험 축이 변

화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모성과 출산을 둘러싼 행위자로서의 경험과 선택, 결정 차

원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5) 저출산 정책의 입안과 성과가 출산율 자체에만 

의존하여 실행되고 평가되고 있는 연구 관행은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여성의 개인

화에 주목하지 않는다. 출산이 여성들의 실천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사

회․경제적 조건과 개인의 삶의 조건의 변화 관계 속에서 출산행위를 둘러싼 의미가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성개념은 급변과 국가 위

기의 시기에 여성들의 모성에 대한 인식 변화의 수용보다는 오히려 지배적 모성 

개념인 출산적 모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출산적 모성 인식이 모성 개념의 전부

를 구성하는 듯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사회의 모성개념은 급변과 국가 위기

의 시기에 변화의 수용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강요해 온 특성이 

있다. 2012년 2월 12일 대법원이 펴낸 2011년도 사법연감은 무자녀부부의 이혼

율이 전체 이혼율의 절반에 가깝다는 발표36)를 했는데, 이것은 출산율 저하라는 

35)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거나, 결혼은 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자신이 출산 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 테크놀로지를 통해 출

산과 모성을 경험하거나 하는 등의 모성과 출산을 둘러싼 경험의 폭과 깊이가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해지

고 있다.

36) 해마다 대법원에서 펴내는 사법연감을 언론과 신문 매체에서 기사화 하는데, 전반적인 이혼의 추세와 경

향 분석을 전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무자녀 부부의 이혼율을 가시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2011년 9

월 12일 대법원이 펴낸 <201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부부 11만6

천858쌍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부는 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이혼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

치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 비율은 2006년 38.9%, 

2007년 41.1%, 2008년 45.7%, 2009년 44.5%로 거의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1. 09. 12. 연

합뉴스 차대운 기자). 이 밖에도 사법연감의 내용을 세계파이낸스, 동아일보 등 여러 신문 사회면에 “자녀 

없어 이혼 쉽다?” “무자녀부부 이혼 역대최고” 등의 제목으로 다루는 기사들이 실렸다.  2009년의 기사 

역시도 무자녀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의 심각함을 보도하고 있다. “2009년 9월 13일 대법원의 

<2008년 사법연감>을 보면, 무자녀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11만6535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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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의 시기에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전통적 모성규범을 반영한 출산

장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담론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물학적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혼이면서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가족은 안정성이 떨어진다

는 해석을 지지한다. 한국사회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37)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결합되어 모성의 발현

을 바꾸어내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성은 ‘출산장려’라는 사회분위기의 지대한 영향 하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출산장려”나 “출산정책”, 또는 “출산장려정책” 등은 별

다른 정의나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소재들을 주제로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도 특별한 언급 없이 사용되는데, 주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을 의미하고 있다(오순희, 2006; 이연주, 2008; 채정기, 2009; 김영순, 2009; 신

효영, 2009; 홍소정, 2011; 윤은숙, 2011; 방영이, 2010 등 다수). 또한 “저출산정

책”과 “출산장려정책”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위점애, 2007; 조

지영, 2010; 주태엽, 2010; 이강재, 2010; 이환정, 2010; 이동석, 2011; 권영화, 

2009; 방문주, 2010 등 다수). 출산장려란, 말 그대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출

산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을 출산에 용이하게 지원하여 출산이 증진됨을 꾀하

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력(fertility)과 출산(birth)이 정교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

고, 간혹 학문적 입장에 따라 재생산(reproduction)의 의미로서의 사회문화적 출산

행위로 지칭되기도 하나 이 역시도 생물학적 출산능력, 즉 가임력(natality 또는  

fecundity)의 의미로서의 생식행위, 종족 재생산의 의미와 큰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저출산(low birthrate), 저출산정책(low fertility policy), 

출산조절(birth control), 출산장려정책(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birth 

promotion policy,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y) 등으로 번역되어 명기된다. 

현실적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출산장려란,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보다는 인구학

적 측면인 출산율의 증진과 출생아 수의 증진 등 결과적인 숫자의 측면에서 ‘출산’

이 아닌 ‘출생’을 증가시키는 것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배은경, 2004; 하정옥, 

2011). 그리고 출산 정책, 또는 출산장려 정책은 유사한 맥락에서 앞서의 출생증가

2004년 33.7%에서 2008년 45.7%로 12%포인트나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한 자녀를 둔 부부의 비율은 

28.4%에서 24.6%, 2명은 33.1%에서 25.7%, 3명 이상은 4.8%에서 4.0%로 줄었다.”(2009. 09. 13. 한겨

레, 김남일 기자)

37) 특히 저출산·고령사회화라는 사회 변화의 진단을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지 않고 저출산 위기로 접근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성장발전주의라는 국가주의 담론에 압도되어 있다(황정미, 2005; 배은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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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에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의미가 결합되어, ‘출생’을 증가시키는데 지원하

는 정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학, 인구학, 보건학, 의과학, 

복지학, 경제학 등 각기 다른 학문분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구규모의 증대, 

출생 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구분하여 칭할 수 있는 용어로 “출산장려

주의(pronatalism)”38)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논의의 흐름은 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지 

않아왔다. 특히 출산장려주의 담론이 국가 정책으로 구축된 한국사회에서처럼 출

산이 문화적 규범인 방식으로 출산적 모성만을 중심으로 모성개념을 구성하고 있

는 사회에서는 출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나39) 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낙

태, 입양,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한

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한 이들은 모성,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생물학적 몸과 결

부된 함축들, 낙태, 불임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비난들에 대해서도 감당해야함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출산장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출산장려주의는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의 저

출산·고령사회화는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며 한국사회 내 변화가 아닌 위

기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응정책과 사회분위기는 출산장려를 

통해 전 사회가 대응체제를 갖출 것을 요하고 있는 출산장려주의 사회의 면모를 

보인다. 과거 여성운동태동기의 출산억제정책의 성공신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출산장려주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출산장려주의는 모성이데올로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산장려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자체에만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시기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저

38) “Natalism”은 임신을 통한 부모됨을 축하하고 이러한 임신축하 분위기를 조성해 인간 재생산에 기여하고

자 하는 입장이다. “인구(산아)증가정책”, 또는 “출산정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주로 인구증진을 위한 사

회․경제적 지원정책, 그리고 낙태와 피임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위키피디아, 2012). 또한 

“Pronatalism”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Anti-natalism”이라는 용어가 “출산억제정책”

으로 번역될 수 있다면 “Pronatalism”은 엄밀한 의미로 “출산장려정책”이며, “출산장려주의”로 번역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출산장려주의”의 의미로 “Pronatalism”을 사용하며, 출산을 장려하

고자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출산장려주의

(Pronatalism)”를 사용하고자 한다. “출산장려주의”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변동에 대한 국가적 진단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문화조성,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제반 담론의 형성,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이다. 

39) 우리 사회는 기혼여성에게 ‘언제 아이를 낳을 건가요’, ‘왜 아이가 없나요’, 혹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일은 흔하지만 ‘왜 아이를 낳았나요’라고 질문하는 일은 낯선 일이 된다(권윤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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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시기였

다.40) 당시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

한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락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 1.1 수준인 세계적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는 등 출산율이 

반등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는 저출산 상황의 지속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안 마련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여성계와 노동계

는 주로 사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반면, 정

부와 경제계, 인구학계에서는 ‘위기’로 진단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모색 하였다. 저

출산 상황이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닌 ‘위기’담론으로 구성되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저출산 위기는 지나치게 인구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지

고 있으며, 그로인해 가족 위기의 맥락과 고령화 위기 담론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위기’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위기의 담

론 속에서 저출산을 둘러싼 왜곡된 시선들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위기, 고령화 위기 속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저출산의 해법은 수

량적, 단기적, 현상적 대처에 머물 수밖에 없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출산장려주의

정책의 주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을 출산율과 연결하거나 가

족 구성 행위와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여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하는 것을 출산율

과 연결하거나 인구정책41)의 방향성을 과도하게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 

몇몇 연구들은 많은 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방점이 찍히면서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출산율 제고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라는 사회 

변화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전에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모든 정책들을 그 역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루

어졌다(장혜경 외, 2004; 이재경 외, 2005; 장지연, 2005). 

40)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은 물론 OECD 평균 1.7명에도 못 미치는 1.32명이라는 통계

청의 발표가 있은 직후, 한국사회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우려에 빠졌

고, 이 발표의 충격은 곧바로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공론으로 이어졌었다. 지자체 중 농어촌 지역의 경우

는 지자체 규모를 고민하며 농촌으로 인구를 끌어 모으고 출생을 증가하려는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왔었다. 가령 농어촌으로 전입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농어촌지역의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 출산

용품의 지급 등이다. 2003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저출산시대를 맞아 국가 

유관부처에서의 출산장려정책 검토와 출산수당, 보육정책, 양육보조수당, 출산 시 세액공제 같은 출산장려 

유인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또한 당시에도 출산장려책이 저출산  상황을 과잉 우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금전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했었다.   

41)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출산정책, 보건이나 교육 등 인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정책, 인구의 변화로 인한 

환경, 주택, 고용 등 여러 방면의 대책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민정책 등을 포함한다(조병구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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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저출산 위기론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출산을 늘리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 

출산장려주의 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낙태와 피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이다. 한국사회에서 낙태는 과거 출산억제기에는 임신중절로 독려되었고, 현재의 

출산장려기에는 낙태로 금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

를 필두로 진오비42)가 낙태 시술을 한 병원을 고발조치 하면서 낙태금지 이슈는 

담론적 경합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더 낳지 않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

는 경우뿐이다. 이 시기, 소파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의 외과적 시술과 더불어 피임

의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 피임의 기술이 보급된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며, 더욱이 도덕적

으로 죄책감을 수반하는 '낙태'라는 용어 대신 임신중절이나 ‘소파수술’43)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낙태 문제 논의의 지형에서는 의도적으

로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낙태를 생명경시풍조의 만연으로 바라보

면서 도덕적 비난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낙태를 금지하는 입장을 갖는 이들은 낙

태로 죽어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낙

태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접근 하였다.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의 위기로 거대담론이 구성이 되면서 낙태불법화 운동의 금지 담론은 

‘생명’ VS ‘재생산권’의 싸움에서 일면 ‘생명’논리에 주도권을 내 주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 경향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의

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지 않

아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피임, 낙태, 그리고 여타의 이유에 의한 자발적 선택과 

42) 2008년 출범한 산부인과 전문의 모임인 진오비의 정식 명칭은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다. 부인과(gyn)와 산과(ob)의 합성어로 산부인과를 의미한다고 한다. 진오비는 2008년 12월 1일

부터 Daum에 카페를 개설하고, 블로그(2009년 2월 1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로 독립 홈페

이지를 개설했다. 2009년 11월 1일 낙태근절운동본부를 개설하고 낙태근절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불법 

낙태가 사라진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Prolife Doctors)는 진오비가 2009 11월 전국의 각 산부인과 병의원에 낙태 

시술 여부와 낙태 근절 운동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낙태근절운동을 벌이

기 위해 2009년 12월 28일에 출범하였다. 낙태 근절을 위해 ‘낙태 구조 및 제보 센터’를 운영하며 2010

년부터 낙태시술 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제보 접수 및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2012년 11월에는 낙태근절

운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2012년 12월 5일 진오비 낙태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출처: www. 

gynob.or.kr). 

43) 소파수술(搔爬手術): 자궁의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 자궁 내막의 병을 치료하거나 유산을 하였을 때 자궁 

속의 내용물을 긁어내기 위해서 하며, 인공 유산을 시키기 위해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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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자녀 없는 결혼 생활을 선택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자신이 출산 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거나 등의 사

회·문화·경제적 사유와 자발적 선택이 결합되어 출산 경험의 깊이와 폭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 사회의 유교적 관념의 지원을 받았을 가

족제도, 혼인, 자녀 등 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지고 가족구성행위가 다양44)

해지며, 출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고려되지 않은 채,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에 다다르게 한다.

한국사회가 출산장려주의 사회의 특성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

출산·고령사회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를 출산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극복하고

자 하며, 출산장려담론은 과거 출산억제 성공 역사가 출산장려 역시 성공으로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여 저출산이라는 국가 위기를 출산장려로 이끌게 하였

다. 또한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성으로, 자녀가 없는 가족의 해체를 

위기화 하는 담론이 구성되어 자녀가 있는 가족을 ‘정상화’. ‘건강가족화’하는 담론

이 형성되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성장동력이 불안정해지며, 결국 국가

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성장발전주의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

를 출산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는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출산장

려주의의 근간을 제공한 위의 담론들은 모두 현재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시각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그 원인을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으로 

환원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여성들의 혼인과 출산 기피 현상, 여

성들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노동인력의 부족이라고만 진단하기도 어렵다. 따라

서 그 대응책을 출산 장려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시사하는 가

장 중요한 지점은 ‘돌봄(care)의 공백’에 대한 심오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근대

는 성별 분업을 전제하는 가족 모델에서 출발하여 많은 돌봄이 가족 내에서 이루

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도 남성과 함께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도 향상되었고, 직업 선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고, 그

44) 기존의 가족 구성 행위에 비해 그 구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다양함이 보여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

태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등이 생겨나고 있거나 1인 가족 등의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울러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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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확고해 보였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책임자’라는 성별분업의 틀이 불

안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은 그동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

던 돌봄의 공백 상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성

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생계 부양자, 여성=가사 담당자’라는 근대의 핵가족 

형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들의 공적 영역 참여와 

지위 향상으로 성별 분업의 전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며, 기존의 돌봄 노

동을 전담해 왔고 전담할 것으로 상정되었던 여성의 위치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무조건적인 출산장려주의가 아니

라,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돌봄의 공백을 사

회가 어떻게 책임 분담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하는 것

이다. 그러나 사회 제도와 작금의 지배적인 가치관들은 이러한 변화된 젠더 관계, 

출산에 대한 담론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 ‘출산은 국력이다’ 혹은 ‘출산이 애국이다’와 같이 여성은 출산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담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출산과 여

성의 관계를 둘러싼 변화된 지형을 인식하고, 단순히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방

식이 아니라 여성들이 출산과 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혼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 규범의 변화는 다른 어느 제도의 변화보다도 핵심적

이고 전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환을 이끌어 낼 정도의 중요한 변화이다. 혼인과 가

족 규범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섹슈얼리티라 할 수 있는데, 섹슈얼리티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에 혼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다. 혼인 연령의 증가나 독신의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는 더 이상 혼인, 그

리고 그 혼인 안에서의 출산을 통한 가족 구성이 더 이상 선호되지도, 삶의 필수적

인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의 경우, 가족 개념과 형태가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혼인 밖에서의 출산은 여전히 낙태로 

이어진다. 또 이혼이나 재혼 시 자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 입양의 제한, 혈연 중

심의 불임가족 지원, 동성 가족 불인정,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권리 미보장 등 상

당히 단일한 가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혼인-임신-출산-양육이 하나의 연

속체가 기능하였던 반면, 지금의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는 분절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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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이성애 가족과 이들의 혈연 중심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화하

는 방식은 이러한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 젠더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 가족’이라는 틀로 어떠한 한 가족 유형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고 이를 목표로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기존의 가족 틀 내의 출산만을 지

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여전히 혼인을 통해 구성된 가족 이외의 출산은 ‘비정

상적인 것’이 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섹슈얼리티의 지형과 가족 구성이 변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때 어떤 출산이든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

고 따라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

로 지금과 같이 가족 개념과 형태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않는 출산장려주의는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모성 개념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성장발전주의에 기반한 출산장려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생물학적 

출산을 정상화하고, 양육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지으며, “경쟁하는 모성”을 생산하

고 있다. 또한 성장발전주의는 출산하는 몸으로서의 모성을 규제한다. 인구의 생산

은 국력이고 국가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핵심에 있는 만큼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많은 부분이 생산가능인구 부족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컨대 앞서 여러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젠더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

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출산은 더 이상 여성의 운명이 아니라는 인식

의 변화는 출산을 고려하는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이 출

산을 삶의 조건과 관련하여 선택의 차원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법률적 혼인을 강화하는 방식

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들며, 법률적 혼인을 통해서만 가족이 구성되어지는 한계

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말뿐만이 아닌 진정으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와 젠더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위기’가 아닌 ‘변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방식으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한계적 가족을 국가의 위기 해결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고 있는 기조는 2012년 현

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잘 준비해 가기 위해서는 출산이 

더 이상 운명적인 것이 아니며, 섹슈얼리티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회를 유지시키지 못하며, 보살핌 노동은 국가는 물론 양성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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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들의 행위성이 변화하고 있고, 이들의 섹슈얼리티 지형과 젠더 관계가 변화하고 있

음에 대한 전 사회적인 감수성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의 원인분석이 현상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재경 외

(2005)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둘러싼 담론들이 “성별분업과 혼인중심의 가족문

화를 전제로 하는 근대 가족규범의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저출산을 결과한다”는 가

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혼인율 하

락, 이혼율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마치 저출산을 결과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언급된다는 것이다.45) 장지연(2005)은 결혼 내 출산만을 인정하는 사회

에서 결혼 기피와 연기(postpone)가 출산율을 낮춘다는 통계적 증거는 사실일 수 

있고, 보살핌의 의무가 여성에게만 부과된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와 출산율 하락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출

산 시기를 연기하는 요인이나 유배우 여성의 출산력 감소요인은 저출산 현상을 분

해(decopose)함으로써 그 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저

출산의 원인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46) 

한국사회의 저출산 정책에서 모든 여성들은 ‘모성의 담지자’로 규정된다. ‘여성

은 본질적으로 모성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으로 모성신화의 근간이 되고 있

다. 여성주의 모성담론에서 모성은 여성이 천성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인 관념을 학습하면서 구성되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과 국가가 전개하고 있는 정책은 여성의 경험세계에 대한 규범과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 담론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개인화 되어 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향도 보인다. 황

정미(2005)도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과 직결되어 있으며 생애주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 혹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삶의 기회를 형성하거

45) 저출산의 원인을 이들에게 몰아가고, 나아가 전통적 가족규범의 회복이 마치 출산율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재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전통적 가족규범을 강화하는 가족가치관의 회복과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목적을 갖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책에 맞추어지고 있다(2005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및 2006년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참조). 

46) 장지연(2005)은 경제학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상관관계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비

판한다. 일․가족 성별화 정도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강도는 출산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관련성은 ‘허위적 상관’이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 과장된 

관련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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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약함으로서 가족생활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의 저출산에 대응

하는 정책의 방향이 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황정미, 2005). 배은경(2010)도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으로 여성들의 삶에서 어머니노릇이 부과하는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면

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은 출산장려주의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

러한 출산장려주의 사회문화는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와 정상가족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저항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글처럼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출산파업을 선언하는 등 출산이라는 모성실천에 대한 자

신의 인식을 표명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모성인식 변화에 의미를 두

지 않는 출산장려정책은 수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파업’을 선언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뭔 아이타령 이냐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생뚱

맞아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혼

하지 않은 저도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하튼 힘주어 다시 말

하자면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낳는 그런 용감무쌍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47) 

저출산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과 국가가 전개하고 있는 정책은 여성의 경험세

계에 대한 규범과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 담론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한국사

회의 저출산 현상은 여성과 모성의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출산정책은 2004년도에 출산지원정책으로 선회하였고, 2006년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48) 즉,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진단과 대응은 출산장려를 통해 극복

하려는 출산장려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산장려주의 정책은 저출산을 위기로 받

47) http://cafe.naver.com/kwangwoon61/629 ‘출산파업’을 선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에 등록된 글 중 

일부.

48)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제 1차 기본계획

(2006~2010)의 목표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제 2차 기본계획(2011~2015)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고령사회 대응 체계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제 3차(2016~2020)의 목표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출산을 증진시키는 것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화에 대응하

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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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게 하는 저출산 위기담론과 자녀출산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는 가족이 증가

함에 따라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가족 위기 담론, 그리고 출산율이 떨

어지면 국가의 성장 동력이 감소되어 성장을 저해한다는 성장발전주의 담론에 기

반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사회 정책의 모성개념은 생물학적 모

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 집단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지연하

는 여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출산을 하지 않는 무자녀 여성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가속화되고 있다. “무

자녀부부 이혼 역대 최고”류의 기사나 ‘출산이 애국’이라는 거대담론은 생물학적 

모성 담론에 기대고 있다. 때문에 잠재적 모성을 가진 존재인 여성이면서 여타의 

이유로 혼인을 늦추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현상을 

방관 혹은 지속시키는 문제 집단, 이기적 집단, 모성이 부재한 집단으로 재현된다. 

잠재적 어머니 담론에서의 모성은 출산하는 모성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이 강력

하게 결부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출산을 통한 모성 실천을 하지 않는 여

성들은 국가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임과 동시에 가족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

으로 가시화되며, 결혼 이외의 다른 삶을 선택, 결정, 혹은 과정에 놓인 여성들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이기적 집단이거나 모성정체성이 결여된 여성으로 가시

화된다. 또한 출산장려주의 사회에서는 저출산과 성장담론을 연결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을 출산율과 연결하거나 가족 구성 행위

와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여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하는 것을 출산율과 연결하거나 

인구정책49)의 방향성을 과도하게 출산율50)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인구정책

은 국가의 성과주의와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대세에 압도되어 산아제한에서 출산

장려에 이르기까지 정책적으로 여성을 도구화한 역사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저출산현상은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은 국가 정책에 적극적인 협

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집단으로 상정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고안하고 있는 

49)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출산정책, 보건이나 교육 등 인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정책, 인구의 변화로 인한 

환경, 주택, 고용 등 여러 방면의 대책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민정책 등을 포함한다(조병구 외, 2007).

50)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 당 평균자녀수)이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

로 떨어지면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출산율 저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적 ‘위기’

로 인식되었으며, 떨어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기구와 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 등이 

2003년 대통령정책실 산하 ‘인구고령사회 task force team’(現,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정부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지자체별 출산장려 

방안 및 효과성 분석 등, 출산장려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8명, 2004

년 1.15명, 2005년 1.08명,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이었다(통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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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정책은 여성친화적이기보다 출산장려정책의 의미로만 통용되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여성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즉 여성 자신의 경험이나 입장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이라는 사적인 문제를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공적인 문제

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또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성개념은 물론, 출산이

라는 행위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당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성을 둘러싼 경험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국가가 전제하고 있는 모성개념은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진단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추출 

가능하다.

한국사회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주의를 채택

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결합되어 모성의 발현을 바꾸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성별분업의 변

화, 모성 인식과 모성 개념의 변화 그리고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험세계가 구성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가족구성행위의 다양화와 개인화

IMF 외환위기와 저출산·고령사회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 뿐만 아니라 가

족문화와 개인의 생활상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젠더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적, 제도적 측면의 변화속도에 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가 더 빨리 진행되어 이는 한국 사회와 가족의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원인 동력이 

되고 있다(손승영,2007). 이렇듯 사회의 변화 발전 양상에 따라 가족의 정의, 범주, 

가치, 구성 행위, 유형 들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혈연중심의 가족과 생물학

적 정통성을 갖는 부모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를 가장 바람직한 가족으로 

보고 있다(김성주 2002).

가족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 변화에 적합하지 못하며 그 

정의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의 등장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변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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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의 지형 변화 속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변화하

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선택과 기회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가족에 대한 비판은 가족 중심주의, 혈연주의 등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특성이 강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모와 생부 친자 등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족을 ‘비정

상화’하는 경향이 심하게 있어왔다. 가족을 둘러싼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가족의 

특성이기도 하다. 근래의 저출산 현상의 진단과 관련하여 가족의 위기나 해체가 원

인을 제공한 것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것(삶의 

방식의 변화)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혈연중심의 가족과 생물

학적 정통성을 갖는 부모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를 가장 바람직한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자체가 중요하고 가족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가족의 안정

성이 유지되어 가고 있으며,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발견된다. 또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물질적 심리적 교환과 비용, 보상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교환되지 않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으며, 한국사회 가족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족중심주의와 효(孝)사상이 더 이상 자녀세대

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

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 그리고 가족 구성행위가 달라지는 현재 가족의 모

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관점이다. 가족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은 가족중심주의와 

혈연주의 등이 변화하는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

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 안에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중심주의가 타파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으

며, 가족이 더 이상 생물학적 정통성을 갖지 않아도 되는 구성체임을 주장하며 혈

연주의는 변화하는 가족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제시킨다고 피력한다. 요

컨대, 가족의 출산·자녀양육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변화하는 사회에 걸 

맞는 가족에 대한 관점은, 가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것

으로 가족중심주의와 혈연주의에 한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구성 행위에 열려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녀양육의 기능이 한 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성평등적인 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성역할

에 대한 이해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 형태

나 가족의 기능의 변화보다는 가족을 유지해 온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분석이 



- 40 -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논의들은 전통적 가족 담론에 힘을 실어

주는 방식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불일치가 일어나며 그만큼 정치적인 특징

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상 보수적인 결정으로 회기하곤 한다. 그것은 가

족에 대한 담론 장에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가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지배담론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사회, 문화 정책, 제도 그 모두에 켜

켜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라는 탈 근대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 

성찰 없이 표피의 도덕성 상실과 가족 위기를 우려하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정치

성과 억압적 권력의 본질을 외면하는 또 하나의 허위의식이거나 단순한 무지일 뿐

(기틴스, 1997[1985])이다. 

한국 사회의 가족중심주의가 강한 것의 부정적인 측면은 비혈연으로, 혼혈로 구

성될 수도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 행위에 대해 편견을 삭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내 성별에 따른 성역할이 사회에서 요하는 방식의 

성역할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출산·양육·가사노동과 관련한 책임이 여성에

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우

리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과 그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는 방식은 현재의 사

회 변화와 가치의 변화,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 가족의 긍정성

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졌던 책임과 노동의 부분

을 잘 살려내는 것에 있다. 이것은 또다시 똑같은 성별(주로 여성)에 의해 행해질 

필요는 없다. 오랜 동안 친숙하게 잘 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화 받아 왔고, 훈련되

어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통(생물학적 관점), 혼인(법률적 관점), 출산(유전자적 관

점), 양육(모성적관점, 경제적관점), 가사노동(성역할이데올로기), 보살핌 등이 이

루어지는 공간이다. 가족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 정책들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다

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

다. 그리고 가사 및 자녀양육의 책임이 특정 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가사노

동 분담 및 가족 내 성평등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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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혈연중심 가족과 정상 가족만을 상정한 지원과 제도들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와 다양한 가족 문화 가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

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 모유수유 장려, 불임부부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은 

생물학적 어머니 됨과 관련하여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성역할 고정관념(가족, 사회적 일, 사회문화 내)을 강화 또는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 가치관과 형태의 변화와 성역할의 변화를 사회 전체가 인

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지하

고 있으며 정상가족 내 여성의 모성 역할을 정상화한다.  

우리사회는 가족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적 특수성을 보인다.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불일치

가 일어나며 그만큼 정치적인 특징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압

축적 고도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들은 그 사회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그 

중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영역이 가족이다. 사회의 변화가 가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족의 구조 및 기능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대표적으로 가족형태

의 다양화와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축소나 쇠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가족을 둘러싼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남녀 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

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 출산율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기도 한다(윤홍식, 2003). 

그러나 “가족의 위기”가 저출산 상황 하에서 가족 “위기”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

는 경향을 보인다. “위기”담론은 항상 보수적인 결정으로 회기 한다. 그것은 가족

에 대한 담론에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가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지배담론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사회, 문화 정책, 제도에 배어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라는 탈 근대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 성찰 없이 표피의 도덕

성 상실과 가족 위기를 우려하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정치성과 억압적 권력의 본

질을 외면하는 또 하나의 허위의식이거나 단순한 무지일 뿐이다(기틴스, 

1985[1997]).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결혼과 가족제도의 당위성, 가정성(domesticity), 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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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가족주의를 강조해 온 특성이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가치를 갖는

다. 그런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양상에서 벗어난 삶의 양식을 택하

고 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전통적인 

기준과 잣대를 지닌 채 우리 주변에 머물러있다. 오늘날에도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인 모습은 여전하고 대안적 가족 형태를 추

구하거나 비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반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에 대한 태도 및 의식과 실제 나타나

고 있는 가족 형태 및 관계 간의 괴리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며, 사회전반에 걸쳐 

다원주의적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로 여겨진다(손승영, 

2001). 

사회 변동과 가족의 개념, 구조, 기능 등의 변동은 유관할 뿐 아니라 긴밀하게 

연동된다. 가족의 기능은 보호, 양육, (재)생산이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관련한 

가족 기능으로는 성 및 애정의 기능, 자녀출산과 양육기능, 경제 기능, 교육 기능, 

보호, 휴식 및 오락 기능, 도덕적 기능, 친족관계 유지기능, 정신적지지 및 안식처

의 기능, 자녀 사회화의 기능 경제적 협력 기능 등을 들 수 있다(김양희,1990). 이

를 통해 동일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기정체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의 제 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초단위로서 역할을 하게한다. 따라

서 가족이 이러한 기능들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이는 가족 구성행위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하고 구성된 가족에게도 해체나 갈등의 위험을 가져온다. 즉, 가족 

혹은 가족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한국 가족은 안호용 외(2000)에 의하면 형태, 행동, 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족 변화는 이들 중 어느 한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형태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

적 가족 행동 및 가치의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지향은 서구의 가

정성(domesticity), 친밀성(intimacy), 프라이버시를 핵심으로 하여 다른 세대로부

터 단절과 자율성, 가족 관계에서의 평등과 정서적 연대에 기반 한 가족과는 차이

가 있다고 언급한다. 즉 가치관의 지향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전근대적인 요소와 긴

밀히 결합되어 있는 혼돈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력 감소, 이혼율 증가, 독

신과 만혼, 여성의 탈가족화51) 등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유연한 가족 구성과 

51) 여성의 탈가족화라는 것은 기존의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서 이탈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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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가족 변화를 바라볼 때 단선적으로 해석하

기 보다는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다원화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

이 보다 객관적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 그리고 다양한 혼인 형태의 증가

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가족이 고정되어 경험되지 않음의 근거라 하였다. 결과적

으로 가족은 기존의 닫힌 체계에서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열린 체계로 재구조화되

고 있다는 것이다(안호용·김홍주, 2000). 즉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고, 가족의 규모, 가족구성행위, 가족가치관 등의 복합적 영향을 받

는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계로, 가족의 변화가 곧 사회

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의 가족은 국가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복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막중한 책임을 가족이 떠 안아온 경향이 있다. 국가는 상대적으로 복지

비용의 절감효과로 인한 성장이 있었으나,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과부하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가족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제도는 미비했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 가치를 수용·지지하기 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가족과 건

강한 가족을 구분하였고, 가족의 범위를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확대하긴 하였으

나 기존 가족에 포함하지 않고 구별하는 방식으로 위치 지었다.52) 가족은 태어나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구성물이며, 때문에 가족

의 변화추세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즉 기존의 고정된 실체이자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복지 책임을 수행해온 가족의 기능이 더 이상 원활히 수행되지 않

고 있다는 문제로 가족이 곧바로 위기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가족의 변화를 형

태의 변화, 구성행위의 변화에 국한해서 보는 것은 부족한 시각이며, 특히 한국 가

족의 변화는 가족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혼·임신·출산·양육·가사노동·부

모-자녀관계 등에 대한 가치와 그 역학이 변화하고 있는 맥락과 연관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출산율 감소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성별분업의 결

과이자, 국가의 성장발전주의 속에서 간과해 온 공사영역 이분화 및 돌봄 노동의 

가치평가절하가 결합된 총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적

인 원인들과는 무관하게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가치관의 개인

주의화53)로 인한 가족의 ‘위기’로 지나치게 표피적인 측면에서 관찰되는 현상에만 

그러나 여성의 탈가족화라는 표현보다는 대체적인 개념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다. 

52) 다양한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과 같이 기존의 소위 ‘정상’ 가족과 ‘건강’ 가족 범주로 포괄되지 않는 가족 

범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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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왔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과 이를 통해 구성된 가족, 그

리고 그 안에서의 출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남성 생계 부양자와 여성 전업

주부이면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상황을 일반화하고, 소위 정상적54)이

며,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 가족은 법에서 인정한 혼인과 너무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법적 혼인 여부가 가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기혼과 미혼, 법적인 혼인관계 여부, 이혼 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특정한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가족은 소위 ‘정상’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을 

한계적이고 정치적인 보수성을 가지고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행위의 자

유를 제한하고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비혼 동거 가

족, 법적 혼인을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상가족을 지켜내고 있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적 혼인 여부는 가족상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의 형태나 가족 구성 방식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

는 것을 통해, 그 외의 가족은 모든 사회제도와 법에서 제외된다. 사회 구성원은 

모두 그들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한부모 가

족, 비혼 동거가족, 동성애 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

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든 사회에 있어 출산 그 자체는 사회 존속

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지만 그 요구의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혼인, 자녀, 가족의 중요성과 그 의미의 변화

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적 기획으로서의 출산 장려는 출산 행위자의 

개개인 상황별 출산 수준의 차이,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가족제

도 및 규범의 영향, 혼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의 다각적인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의 해결책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

향이 있다. ‘쉬운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의 과정으로 적응하기 보다는 기존

의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제 상황들을 정상화 시키는 소위 ‘정상성’을 강화하는 것

53) ‘가족의 위기’ 맥락에서 가치관의 개인주의화란, 주로 결혼을 연기, 기피하고, 부양 및 양육의 기피, 이혼

증가,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등을 일컫는다. 

54)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과 이를 통해 구성된 가족 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며, 남성 생계 부양자와 여성 

전업주부이면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상황을 일반화하고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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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존의 관념과 가족제도, 혼인 문화, 출산 지형 등을 더 ‘건강’하게 만듦으로 

회귀하는 방식인 것이다. 

즉 소위 정상적인 가족, 출산, 성역할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구성된 

가족, 출산, 성역할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규범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사회는 가족 개념과 형태가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혼인 밖에서의 출산은 여전히 낙태로 이어지고,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역시 자녀가 

걸림돌이 되거나 입양의 제한이나, 혈연 중심으로 인한 불임가족 지원이나, 동성 

가족을 인정하지 않거나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거나 등의 상당히 단일

한 가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노력과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55) 즉 특정 가족 형태와 특정 성에 의한 출산·자녀양육만을 강화하거나 정

상화하지 않는 인식이 상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성별분업과 혼인중심의 근대 가족의 안정성에 기대어, 국가가 진단하고 있

는 저출산의 원인은 저출산을 결과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근접하지 않았고, 이러한 

원인분석에 근거한 대책들 역시 저출산의 해법에 한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

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복원되고 가족의 소중함이 부각된다면 다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기획하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

으며, 이것은 가부장적 가족이 복원될 때 과거 가족이 담당해왔던 부양의 책임을 

앞으로도 국가가 떠맡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과 결합되면서 더욱 지지받는다. 이때 

가족 위기 담론은 인구와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 기능의 회복이 저출산․고
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

출산 ‘위기’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가족 위기 담론은 현재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 노동과 그 비용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

목되는 공사 이분법과 성별분업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가족으로 

회귀하고 가족-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나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의 주

변부에서 간간히 이야기될 뿐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은 돌봄 노동 수행자로서의 자리를 굳혀간다.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55) 가구들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서로 간에 의사친족적 연결망(fictive kin network)을 만들어 가구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는 것(이은아··마경희, 2006,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가족’에서 ‘공동체’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문화 

정책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토론회 자료집)도 가족의 기능 중 장점을 가족 바깥의 공동체 영역으로까

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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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 높이기에 집중되기보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책에 모아졌고 ‘남성’의 

일/가족 양립지원책은 고안되지 않았다. 이것은 위기 담론이 기대고 있는 가족주의

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인 성별분업의 해체를 기획하지 않는 

정부 정책의 문제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가족구성 행위의 

다양화와 여성의 개인화를 사회 변화의 측면이 아닌 가족 위기 담론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가족 위기 담론은 현재의 저출산 위기 담론을 강고하게 하고 있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혼인 지연 및 연기, 이혼

율 상승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 또한 저출산 위기 담론이 가족 위기 담론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위기 담론 속에서도 저

출산은 지금까지 가족 위기를 보여주는 현상일 뿐 그것 자체로 주목받지는 못했다. 

저출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기’로 급부상하고 신문의 머릿기사가 될 만큼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고령화 위기 담론과 결합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저출

산 현상에 대해서 국내에서 전문가들이나 정책당국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나 언

론의 관심이 고조된 것도 저출산 현상 자체보다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경고

나 우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후라고 할 수 있다(이수

희, 2005). 이 점에서 저출산 위기 담론은 가족 위기와 고령화-인구구조 변동의 위

기 담론 속에서 상승․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혼율 증가, 출산율 하락, 결혼 

지연 및 거부 등이 가족 가치관의 위기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고령화 위기 담론과 가족해체 위기감은 출산율을 상승시킴으로

써 ‘가족’과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통의 기대이익을 찾

아냈다.56)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그

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는 문제를 들고 있다는 사

실57)은 고령화 위기 담론 속에서 저출산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정부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책에 집중하

고 있고 이것은 고령화 위기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입장에

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위기의 

원인을 저출산-가족 위기로 몰아가면서 돌봄 노동의 사회화 및 노동환경의 변화 

56) 일차적인 출산의 권장책이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하는 정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동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면서 가족과 인구구

조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일차적인 대안으로 담론화되고 있다. 

57)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인구․고령사회대책팀(2004),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

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후 정부 및 정당

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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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체적인 변화의 요구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가족의 문제는 변하려하지 않는 남성과 급격히 변하는 여성의 문제이

며, 성역할 고정관념의 위기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한국 사회의 강한 가족

주의 전통과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평성(gender equity)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들에게 부과되는 가족 내 역할의 책임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있다(은

기수, 2005: 33).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여성과 가족에 미친 영향이 크고, 혼인시기가 늦어지고, 이혼율이 증가

하는 등의 가족 구성 행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직접 관련이 되어있음을 확연

히 보여준다(은기수, 2004). 

모성 인식에 변화를 수반하는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신자유주

의 경제의 확산과 저출산․고령사회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모

성을 자본의 영역에 포함하고 구매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저출산․고
령사회화 상황을 국가의 성장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의 극복을 위

해 생물학적 모성의 속성 중 하나인 출산을 독려하는 출산장려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출산장려주의 사회에서 출산은 국가의 원동력이기도 하면서 국가경제를 활성

화시키는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아이를 좋아한다. 

출산장려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서로가 서로를 문제 삼지 않게 만든다. 출산장

려주의가 정치적으로 조작된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문화적 통

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출산의 공포만을 생산하며, 출산을 둘러싼 모든 것

을 상품화하고 가격을 올리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문제 

삼지 않게 한다(Carroll, 2012).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의 개인화가 이루

어지며 가족구성 행위의 다양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

화 속에서 여성의 근본적인 변화는 모성 인식의 변화이며 다양한 형태의 모성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 함께 모성 변화의 양상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주요 개념

기존의 출산자 중심의 모성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출산의 

경험 안팎에 위치해 있는 여성들의 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성에 대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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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하여 모성을 이루는 여러 측면들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

구에 적용된 개념으로 ‘모성 인식’,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 정체성’ 등

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이 포괄하는 의미와 사용되는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모성은 학문분야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제각기 다른 정의가 내려질 만큼 한정

되기 어려운 개념이다(김혜경, 1998). 모성이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요

소 뿐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

므로 단일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모성은 생물학적 속성은 물론 양육적 측면, 그

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특성,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 등 가치체계를 포함

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이연정, 1995). 

모성(motherhood) 인식은 임신‧출산 전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출산적 

모성(maternity), 어머니 노릇과 같이 양육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양육적 모성

(mothering), 그리고 어머니로서 필요한 성품, 자질과 같은 인성적 차원을 의미하

는 모성 정체성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출산적 모성(maternity)은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이 여성의 생물학적 몸의 특성

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고유한 속성이며 여성정체

성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왔다(Gordon, 1986). 출산적 모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

과 관련된 성향 및 활동을 의미하며 출산적 모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으로 

낙태와 유산경험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와 출

산적 모성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양육적 모성(mothering)은 양육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성향 및 활동 자체를 의

미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시

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역할을 의미한다(Ruddick, 1995[200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머니 노릇’이나 ‘엄마노릇’, 그리고 ‘어머니 일’ 등의 용어

들은 양육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이면서 기출산자가 행하는 역할만

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출산자 여성 어머니’ 외 다른 주체에 의해 행해

지는 양육을 ‘어머니 노릇’으로 보지 않으며, ‘모성’으로 다루지 않는다. 혼인가족 

내 출산한 아이에 대해 발현되는 ‘일반적인’ 어머니 노릇은 현실의 다양한 사회관

계 속에 위치해 있는 여성들의 삶을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특

정 계층이나 특정 위치에서 행해지는 어머니 노릇과 다른 양상을 갖는 경우를 포

착할 수 없게 한다.58) 오히려 ‘모성 부재’나 ‘모성 결핍’으로 다룬다. 따라서 ‘어머

58) 김은실(1998: 109)도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관계가 위계적 담론구조에 의해 이미 위계 서열화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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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노릇’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닌 주체에 의해 행해지는 양육 역할을 

포괄하여 다루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육적 모성” 개념을 사용한다. 

‘어머니 됨(motherhood)’이 출산 또는 양육과 관련된 성향 및 활동을 통해 형

성하게 되는 관념과 가치체계(Ruddick, 위의 책)라 할 때,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성 정체성(personal  identity of motherhood) 개념은 출산적 모성 또는 양육적 

모성과 관련된 성향 및 활동을 통해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관념과 가치체계를 의

미한다. ‘어머니 됨(motherhood)’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이고 제도적으로 형성되는 

집합적 가치체계이나 개별 행위자의 관념과 가치체계가 모여 이루진 것이라는 점

에서 ‘어머니 됨(motherhood)’과 ‘모성 정체성(personal  identity of 

motherhood)’ 개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만 ‘어머니 됨(motherhood)’을 

곧바로 ‘모성 정체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모성(motherhood) 정체성”으로 사용한다. ‘어머니 됨’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은 

이유는 앞서의 ‘어머니 되기’를 출산적 모성으로, ‘어머니 노릇’을 양육적 모성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출산적 모성(maternity)과 양육적 모성(mothering), 모성 정체성이 모성 인식을 

이루는 요소라 할 때, 세 영역이 분리되어 사유되는가와 통합되어 사유되는가의 차

이는 크다. 사회의 변화가 모성인식의 변화를 야기한다 할 때, 한국 사회 모성인식

의 변화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 정체성의 세 영

역의 분리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모성인식의 변화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출산적 

모성 뿐만 아니라 양육적 모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역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됨”(motherhood)이라는 모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축으

로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 정체성을 설정하였다.59) 본 연구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사용되는 모성은 모두 모성(motherhood)을 의미한다. ‘모성 인식’은 모

성에 대한 숙고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인식임과 동시에 실천이다. ‘모성 정

체성’은 ‘어머니 됨’에 대한 개인의 관념 및 정체성으로 제도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회의 ‘어머니 됨(motherhood)’에 대해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의미망이다. “모성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여성의 삶을 획일화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59) 모성의 세 영역에 대한 정의 역시 학문분야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고든의 출산적 모성(maternity) 개념과 러딕의 양육적 모성개념(mothering), 모성(motherhood) 정체성 개

념은 가치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로 본 논의의 모성 인식의 세 축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성 인식의 세 축은 전술한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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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사유함을 의미한다.  

모성을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정체성의 세 영역으로 분해하여 정의하

는 것은 개인의 경험 안에 세 영역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면

서도 여성과 모성인식의 관계를 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사회의 모성이 처해

있는 다양한 맥락이나 개인의 모성인식의 다면성과 변화된 모성 실천의 양상을 포

착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정체성 중 한 부분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 측면을 구분하되 통합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존의 모성 논의가 특정 여성들의 모성을 자연화 해 온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여성 개인의 변화에 따른 모성이 사유되고 실천되는 맥

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성 개념의 분해와 확장이 동시에 필요함을 의미

한다.

제3절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성인식이 직접 출산의 경험을 통

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출산과 모성 정체성의 관계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출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도 모성적 속

성은 있는가, 모성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규명한다면 그 특성은 무엇

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사회의 모성 담론의 영향 하에 있다. 사회의 통념적 모성

과 실제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모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념과 실제경

험에 어떤 간극과 괴리가 존재하는가를 살핀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

화가 당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성 인식이 변화 되고 있는 지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모성

이 개별 여성의 생애 경험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체화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

핀다. 모성은 임신, 출산 경험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출산적 모성(maternity), 어머

니 노릇과 같이 양육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양육적 모성(mothering), 그리고 어머

니로서 필요한 성품, 자질과 같은 인성적 차원을 의미하는 모성(motherhood) 정체

성의 세 측면을 포괄한다. 세 측면의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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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경험한 이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성 연구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

아 온 대상들을 포괄하여 모성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핀다. 임신-출산-

양육이 분절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적 조건 속에서 모성

(motherhood)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의 과정을 살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모성 인식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사회 모성인식

에 독특한 양상이 있는가를 살핀다. 또한 모든 여성들이 모성의 담지자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 즉 ‘모성=여성성’이라는 지배적 담론과 개인들의 삶의 경험이 어떤 관

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핀다. 국가 위기의 맥락에서 국가의 성장발전이라는 정당성

을 획득한 출산장려주의라는 거대담론이 형성된 시점에서 ‘출산’을 통한 모성 정체

성의 획득이 어떤 수위에서 경합, 경험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요컨대, 한국 여성의 모성에 대한 의미망과 경험이 현재적 조건에서 어떻게 구

성되는가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를 살피는 것을 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여성들의 “모성” 인식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성”과 일치하는가를 본다. 

또한 출산한 여성만을 모성 연구의 범주로 한정하거나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은 모

성 인식과 무관하거나 모성이 부재한 집단으로 문제화 되는 것의 근원을 탐색한다. 

더불어 생물학적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성을 인지하고 모성 실천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때의 가능성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또한 경제적인 수준, 가

족 형태, 삶의 지향, 성적 지향, 출산 경험 유무의 변수는 모성 인식을 다르게 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지 탐색한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모성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조

건의 변화는 혼인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실천의 모습을 다양화하며,  모성 

개념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즉 혼인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역사적 변화, 가구와 가족 구성 행위, 가족 구성 시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의

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변화발전 등으로 인해 개인의 ‘모성 인식’은 변화해 왔다. 사

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당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성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성 개념이 변화 되고 있는 지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모성 인식이 개별 여성의 생애 경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체화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모성 인식의 세 축, 임신, 출산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출산

적 모성(maternity), 어머니 노릇과 같이 양육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양육적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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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ing), 그리고 어머니로서 필요한 성품, 자질과 같은 인성적 차원을 의미하

는 모성(motherhood)의 세 측면을 포괄한다. 세 측면의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파악한다. 다양한 주체들의 모성 인식의 내용과 모성역할, 그리고 다양한 

생애경험 속 모성 인식의 특성을 살핀다.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의 강조 속에 생물학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규범은 지배담론에 부합되는 인식 과정을 겪어왔으며, 모성

이 그간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었던 사회상을 보여준다. 또한 임신, 

출산을 통한 여성 정체성의 획득이 다른 획득 가능한 정체성으로 대체될 뿐만 아

니라 어머니 정체성을 획득하지 않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임신과 출산이 여성

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운명적인 것이었으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 

삶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다양화된 가족경험 역시 ‘생물학적 어머니 됨’을 필수적

으로 하지 않는 모성개념의 확장․변화 가능성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낳은 자녀가 

없이도 ‘모성’에 대한 개념화와 의미망을 갖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정상적’ 

모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여성주체에 대한 접근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지배적 

모성이데올로기의 특성을 확장시켜 보여줌과 동시에 지배적 모성담론의 변방의 실

제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삶이 ‘모성의 부재’로 인해 타격받지 

않은 삶일 수도 있고, ‘모성의 부재’로 읽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미성숙할 것

이다’, ‘이기적일 것이다’, ‘모성이 없는 존재다’ 등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면밀히 살

펴볼 집단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탐구는 기존의 

모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안 낳은 것과 못 낳은 것의 경계, 혹은 생물학적 어머

니에 의해 행해지는 모성과 그 밖의 주체에 의해 행해지는 모성의 차이가 무의미

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성주체의 다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본 논문은 모성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경계로서 소위 출산과 

정상가족을 벗어난 모성인식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행하였다. 

제4절 분석틀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당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성 인식이 변화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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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사회의 모성 담론의 영향 하에 

있다. 출산과 모성을 아우르는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제

공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 속에서 당대를 살고 있는 개인의 모성 인식은 이

루어진다. 때문에 사회의 통념적 모성개념과 실제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된 

모성개념 사이에는 간극과 괴리가 존재하게 된다. 모성 개념이 개별 여성의 생애 

경험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체화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모성 실천과 변화를 이

해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길스피(Gillespie, 2001)는 사회의 변화는 모성 개념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자발적으로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증가를 이미 모성인식

의 변화로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출산의 태도와 관련한 생물학적 모성 영역에 한

정하여 인식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출산을 이미 경험한 여성들의 모성 인식과 

출산과 무관한 양육적 모성 등과 관련한 다각적 측면의 변화를 다루지 못했고, 양

육적 모성과 모성정체성의 다면적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였고 양육적 모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로 인한 모성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모성 

인식의 구성 요소인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모성 정체성의 세 측면들 간의 관

계 및 그 변화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모성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지배적 모성은 <그림 1>의 A 부분만을 모성으로 정의해 왔다. 그러

나 모성(maternity-mothering-motherhood)개념의 세 영역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모성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순차성을 갖지 않

으며, 분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연속체적인 특성 역시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

은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모성을 사유하는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 A영역 내부에서도 출산적 모성 보다는 양육적 모성을 중심으로 모성

개념을 형성하는 등 A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A에서 B로 향

하는 화살표는 출산적 모성은 있으나 양육적 모성이 없는 경험을 의미한다. 임신의 

경험이 있으나 낙태를 선택하거나 유산한 경우,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입양

기관에 보내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A에서 C로 향하는 화살표는 출산적 모성 없이 

양육적 모성을 행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나 친인척의 아이를 양

육하고 있는 경우, 직업으로 양육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A에서 

D로 향하는 화살표는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없이도 모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무자녀 여성, 레즈비언, 독신, 그리고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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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그림 1>의 A로 한정되어 있었던 모성개념은  

B와 C, 그리고 D의 영역으로 변화 확장되고 있다. 

<그림 1> 모성의 구성요소와 관계    

A : 전통적 모성 

A → B : 양육적 모성 없는 출산적 모성

A → C : 출산적 모성 없는 양육적 모성

A → D :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없는 모성 정체성

A＋B＋C＋D : 모성의 확대 변화

한국 사회의 저출산 정책에서 모든 여성은 출산적 모성을 지닌 존재로 생애 언

젠가는 출산을 할 존재로 간주된다. 여성이 모성적 속성을 갖는 존재일 수는 있으

나 모든 여성이 출산을 통한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산적 모성은 담론

이고 이데올로기이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이러한 지배적 모성 담론으로부터 전적

으로 자유로운 개인 여성으로 상정되기 어렵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지배적 모성

담론의 영향 하에 있는 주체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여성들을 사회의 지배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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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담론의 영향 속에서 자신들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구체적 행위

를 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보고자한다. 여성주체들은 사회의 성역할 관계의 변화와 

섹슈얼리티의 지형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생물학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 노

동자원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생물학적 조건은 여성 개인의 연령과 건강 

등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조건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관련한 제반 환경

을 의미한다. 또 노동자원의 조건은 출산적 모성 실천이나 양육적 모성 실천의 기

획을 가늠하는데 적용되는 조건이다. 한국 여성의 모성실천은 형성된 모성 인식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다.

출산적 모성(maternity)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성 개념과 임신‧출산을 경험하지 

않고 구성된 모성(motherhood)개념은 경계를 형성한다. 또한 출산적 모성을 강조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에 반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 양육적 모성(mothering)은 출산적 모성개념과 공모‧상생의 관계에 놓인

다. 또한 모성을 자본과 결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는 출산적 모성의 

의료화와 양육적 모성의 과학화, 자본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사회 변화에 의해 모

성(motherhood) 정체성은 출산적 모성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도 형성될 수 있으며, 

양육적 모성은 기획‧협상‧전유가 가능한 지점으로 형성되고 있다. 즉 사회‧문화․경제

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 세 영역은 개인화된 주체, 여성의 생애 단

계와 출산적 모성의 조건, 양육적 모성의 조건을 적극 고려하며 모성(motherhood) 

정체성이 형성되고 모성 실천 양상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제5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방법

본 논문은 출산에 대한 의미와 행위자의 실천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모성”이

라는 도구(tools)로 분석하고자 한다. 모성에 대한 인식과 의미의 변화가 개별 여

성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를 살피려하기 때

문에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또한 기존의 모성 개념에 부합하는 출산자 여성뿐

만 아니라 출산의 경계 밖에서 모성을 수행하는 이들의 경험세계와 의미망을 현재

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범위를 출산경험

에 한정하지 않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출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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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었다. 모성연구의 범위를 출산경험자로 한정하는 것은 출산과 무관한 

삶을 살거나 출산을 기피, 연기, 단산하는 여성들의 의식과 경험세계를 간과하게 

만든다. 그러나 모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출산경험 이전에도 행해지며 출산경험

과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다. 모성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견해, 해석, 지식)과 실천

이 녹아있는 경험세계는 출산 경험의 안팎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계 밖에서 모성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지배담론의 외연에 위치한 존재로 이들

의 경험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고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의 가능성이 있는 질

적 면접이 핵심적이며 적절한 자료수집방법이다.60)

심층 면접을 주된 자료수집방법으로 하여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모성 개념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세계를 미시적으로 분석

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정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 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행위와 감정은 언어화되기 어렵다. 지배적 모성담론의 외연에 존재하는 이

들은 상대적 약자가 되고 자신의 경험세계를 의미화 할 때 그 경험을 표현할 언어

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서사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조건하에 놓여있는 모성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

점이 있다. 출산자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대상을 넓혀 모성 개념 형성 맥락을 살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 모성개념의 특성을 드러낸다. 연구 참여자들이 구

성하고 있는 모성 개념과 모성적 역할을 수행해 온 내적 의미세계와 경험세계의 

반영으로 사회의 규범과 이데올로기를 탐색할 수 있고 현재성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적 실천과는 다른 실천을 하는 이들은 사회적 규범의 

내용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한 사회의 사회적 규범의 내용은 그것을 수용

하여 실천하는 사람들보다 그에 반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다 극명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35).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녹취

록으로 작성되었고 동일한 소재에 대해 유사한 사례와 상이한 사례, 그리고 상호 

60) 질적 면접을 하는 것 외에도 매체자료를 활용한 방법의 병행이 필요하다. 연구의 관심이 경계 밖 모성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치되고 있는가에 주목하

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조건을 거시적으로 독해 할 수 있는 이론적 작업으로서의 담론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담론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수준에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하였다. 이론적 작업과 담론에 대한 분석

은 한국 사회의 모성에 대한 사회의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탐색하는 주요 목적은 물론 당사자들의 

의미체계를 적절하게 해석하는데 활용되며, 심층면접을 통한 이들의 경험세계는 이론적 논의들을 보다 입

체적으로 독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연관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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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사례들을 유형화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구성하였다(김경동, 이온죽, 1994: 

553-4). 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도움을 받았다. 현상학적 방법은 “의

식의 경험”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현상학의 의도는 사실에 한정하

여 경험의 다양한 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정향을 비판하고 사적이고 주관적인 의식

의 경험세계, 체험된 세계를 의미 있게 조명하는데 있다. 개개인의 상대적이고 주

관적인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인식이 ‘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 익숙하거나 이

해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미리 가정하지 않는다. 또한 현상학은 의식에 의한 

경험은 그 무엇도 덧씌우지 않고 직관하겠다는 것이며 주관적 경험을 관통하는 현

상의 본질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된 어떤 현상을 전

혀 다르게 보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Van Manen, 1997, 2002; Crotty, 2001). 

특정 경험을 한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이 맺고 있는 모성이라는 거대한 의미

망과 이를 둘러싼 의식의 경험과 의미를 포착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거나 녹음된 파

일을 재생해 들으며, 소재별로 소제목을 다는 작업을 하였으며, 의미구조를 세분화

하여 의미를 타나내는 덩어리로 구분하였고, 그 의미를 축약하여 이름 붙이는 작업

을 하였다. 예컨대, 임신, 출산, 낙태, 결혼, 아이, 엄마 등과 같이 이야기의 소재에 

따라 소제목을 붙이고, 구술 된 이야기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여 살아 온 삶의 일

부분, 살면서 고민, 갈등, 선택, 후회, 합리적 선택, 모순 등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축약하여 생애기획으로서의 모성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구술하

는 동안 자신이 살아 온 삶의 맥락에서 ‘모성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모성을 

직접적인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경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삶

의 성향으로 설명하며 살아 온 경험에 의해 형성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1) 사전 면접 조사

모성에 대해 사유하고 실천하는 존재는 출산과 양육을 경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모성 연구가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기출산자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성 연구

가 가능한지 예비 조사를 하였다. 모성이 있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근거로 설명하는가, 출산과 양육의 경험은 모성을 인식하는데 필수적인 경험인가

를 주요하게 탐색하였다. 사전 면접 조사는 대상과 질문의 범위, 적합한 질문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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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방법, 면접 기술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2012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기

획, 진행되었다.61) 먼저 연구자가 모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으며, 질문에 대한 반응을 주요하게 살피며, 대답한 내용에 

따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추가적으로 물으며 면접을 진행하였다.62) 사전 면접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자와 긴밀하면서도 신뢰를 유지하는 관계에 있다. 면접 참여

자들의 이야기를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였고, 소신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에는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적인 표현을 쓰지 않

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전 면접 조사는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언지를 주

었고, 면접 참여자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면접의 말미에는 본인 외에 어떤 

대상을 연구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표 3> 사전 면접 참여자의 특성

시기

사례 특성63) 모성 개념64)

비고65)
번호 연령 직업

혼인 상태 

및 

가족형태

출산

여부

성적 

지향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5월

1 27
초등영어교

사
미혼, 동거 계획 × 동성애 × ○

외국인(미국), 한국거주, 입양계

획

2 34 대학 강사 기혼 계획 ○ 이성애 × ○ 상류층, 원정출산 계획

3 36 전업 주부 기혼 1남 이성애 △ ○ 중산층, 추가자녀계획없음

4 40 전업 주부 기혼 1남 이성애 △ ○
주말부부, 

추가자녀계획없음

5 28 학생 미혼 계획 × 동성애 × ○
카이스트 석사과정, 게이, 10년 

후 입양 또는 대리모 계획

6월

6 41 학원 강사 비혼 계획 × 무성애 × ○ 독신주의

7 42 초등 교사 미혼, 동거 계획 × 동성애 × ○ 서류상 1남 1녀 입양

8 38 상담원 기혼 계획 × 이성애 × ○ 무자녀(childfree)

9 40 단체 상근자 미혼모 1남 이성애 × ○ 혼인 의사 없음

10 35 단체 상근자 미혼 계획 × 이성애 × ○ 무자녀 계획(childless)

7월

11 39 학원 강사 비혼 계획 × 동성애 × ○ 동생의 아이 양육

12 28 단체 상근자 비혼 계획 × 동성애 × ○ 친구의 아이 양육

13 43 자영업 기혼, 이혼 1남 2녀 이성애 △ ○ 친정 가족과의 단절

14 43 회사원
미혼, 확대

가족
계획 × 동성애 × ○ 남동생의 아이 양육

15 39 자영업 미혼모 1남 이성애 △ ○ 혼인 의사 있음

8월 16 27 학생
미혼, 확대

가족
계획 ○ 이성애 × ○ 외국인(미국), 위스콘신 거주

61) 경제적인 수준, 가족 형태, 삶의 지향, 성적 지향, 출산 경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사한 사례는 총 

16사례이며 모두 연구자의 지인이다. 이들 중 음영처리 된 8사례는 추후 심층 면접 하였다. 

62) 사전 면접 조사 시 연구 질문으로 “모성이 있는가”를 질문 한 것은 모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모성”이라는 소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

다.  



- 59 -

모든 면접은 “모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연구자가 먼저 개념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하였다. 사전 면접 조사에 포함된 사례들은 20대 후반에서 40

대 초반으로 (사례 5)를 제외하고 모두 생물학적 여성이며, (사례 1)과 (사례 16)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로, (사례 1)은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사례 16)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위해 두 달간 잠깐 방문한 중 이었다. 이

들에게는 “모성”이라는 용어로 “motherhood”를 사용하여 질문하였고 (사례 2)부

터 (사례 15)까지의 14사례를 면접할 시에는 “모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례 

2)부터 (사례 15)는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경험한 사례(사례 3, 4, 9, 13, 15), 생물

학적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사례 2), 생물학적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사

례(사례 5, 6, 7, 8, 10, 11, 12, 14)로 구분할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를 사전 면접

에 포함한 것은 남성이면서 생물학적 자녀 출산의 계획이 없는 경우도 모성 인식

이 가능한가를 타진하기 위함이었다. 외국인 여성을 사전 면접에 포함 한 것은 한

국어로 “모성”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되는 ‘Maternity’, ‘Mothering’, 그리고 

‘Motherhood’의 세 용어가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는가를 알고자 함이었다.  

(사례 2)부터 (사례 15)까지의 사례들은 모두 “당신은 모성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난감함을 표했고, 생물학적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말하

는 모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낳았으니 “있지 않을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였으며, 아이를 키운 경험을 중심으로 모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였다. 출산 계획은 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나머지 모든 사

례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성”에 의하면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으니”, “출산

을 하지 않았으니”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있어”라고 하였다. 이

들 모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사회에서 통용

되는 전통적인 모성과 개인이 경험을 통해 구성 한 모성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

였다. 

63) 연령은 면접 당시 연령이다. 직업, 혼인상태 및 가족형태, 그리고 성적 지향은 면접 참여자들이 자신을 

설명할 때 사용한 구술에 의한 것이다.   

64) 이 부분은 면접 참여자들의 모성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모성 개념을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출산경험과 양육의 경험이 전체 모성 개념에 차지하는 비중을 ×, △, ○로 표시한 

것이다. 

65) 이 부분은 면접 참여자들의 구술과 연구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기입하였다. (사례 11)은 가족 

구성원의 아이를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는데 스스로 “엄마 보다 더 엄마 같은 이모”로 자신을 정체화 하였

고, (사례 12)는 한부모인 친구의 아이를 함께 키우며 살고 있는데, “나를 이모, 이모 하지만 그 아인 엄

마가 둘이야”라고 하였다. (사례 14)는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선물같은거, 장난

감, 내 남동생네가 못해 주는 걸 나는 해줄 수 있지”, “지네 부모는 다 말라깽인데 조카가 뚱뚱하거든. 지

금 보다 더 어렸을 때는 내가 엄만 줄 알고 컸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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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OO이를 낳았으니 모성이 있지 않을까? 없나? OO이 애기 였을 때, 이 녀석 뵈기 싫어서 

별 생각 다했었는데... 나는 딱 죽고 싶고, 요녀석은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싶었었는데... 아

니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그럼 나는 [모성이] 없나? 하긴 생각해보니 지금도 마찬가

지긴 하네. 내가 OO이를 하주 헌신적으로 키우고 있지도 않거든. 난 딱 적당히. 해줄 수 있는 

만큼. 나를 위해선 희생해도 OO이를 위해선 안 해. 그게 우리 둘 다 행복 한거야. 일반적인 

모성하곤 다를지 모르지만 난 딱 그만큼의 모성.(사례 15)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성이 있겠지.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나 같은 건 모성을 운운할 사람이 

못돼. 그치만 난 내가 모성이 아주 충만하다고 생각해. 넘쳐나. 내 조카나 친구의 자식들에게 

난 엄마 보다 더 엄마 같은 이모거든. 우리 바루[애완견] 한테도 엄마고. 또, 주변 친구들, 동

물들, 식물들 다 사랑으로 보살필 줄 알고, 내 자식같이, 내 몸을 뚫고 나온 분신 같이. 내가 

이런 대상들한테, 이것들을 생각하면 다 아끼고, 다 소중히 여겨지는데. 이런게 모성 아냐?(사

례 11) 

위의 (사례 15)처럼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경험한 사례(사례 3, 4, 9, 13, 15)들

은 처음에는 생물학적 출산 행위와 관련하여 모성이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말하

는듯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성을 가진 존재임을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들에게 준거가 되는 “모성”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

성”이었으며, “희생과 헌신” 보다는 “이기적이기도 한” 자신의 속성을 이유로 모

성이 있음을 단언하지 못하였다. 그 외, 생물학적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사례 

2)와 생물학적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사례(사례 5, 6, 7, 8, 10, 11, 12, 14)

들은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아이를 돌본 경험, 타인에게 배려와 보살핌을 행한 

경험, 그리고 가사노동을 잘 하거나, 여성성이 있거나, 생물학적 성(sex)이 여성이

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모성이 있는 존재로 의미화 하였다.   

나는 청소나 빨래는 잘해도, 요리도 못해, 그렇다고 애를 낳을 것도 아냐, 말하자면 핵심이 빠

져있는 거지. 핵심이. OO이[결혼할 남자 친구]가 나 보다 훨 잘해. 어떨 땐 OO이가 나보다 

모성이 더 있는 것 같아. 내가 맨날 그래. 니 안에 여자가 산다고. 그리구 난 당연히 모성이 

있지. 나는 여-자이니까[노래](사례 10)

반면에 외국인 여성 사례인 생물학적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사례 1)과 생

물학적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 16), 이 두 사례는 나머지 사례들에 비해 개념 

사용에 명료한 구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motherhood”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질문에 한국 여성들의 사례처럼 난감해하지 않았다. 

“maternity”는 경험하지 않아 현재 없는 상태이고, 동거인과 가족 구성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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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ing”을 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사례 1, 사례 16), “motherhood”는 

“humanity”와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사례 16) “caring”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emotional”하고 “ideal”한 “identity”와 같으며(사례 1), 끊임없이 노력해야 추구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인들이 “motherhood”를 갖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성”과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모성 사이에 간극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며, 출산과 모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사유되는 특성이 존재하고, 생물학적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

성 인식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수준, 가족 형태, 삶의 지향, 성적 

지향, 출산 경험 유무의 변수가 모성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를 모성과 관련하여 사

고하고 말하는데 변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신은 모성이 있습니

까?”라는 질문을 면접의 시작 질문으로 하는 것의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전 조사는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는데 활용되었고, 연구 대상의 범위를 출산경험자

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66) 

2)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연구대상의 경험세계의 표면적인 특성을 넘어 심층적인 의미를 이

해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이다. 모성이라는 소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

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는 묻지 않아왔다. 그러한 점에서 여

성들이 스스로 구성하고 있는 모성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하다. 

“모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지만 질적 연구에

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다. 본 연구의 특성상, 면접은 기존의 모성개념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이들 모두가 응당 모종의 모성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을 기획하였다. 일원화된 모성에 대한 정의 없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의 의미로부터 시작하기 위함이다. 면접의 시작은 “당

신은 모성이 있습니까?”로 있거나 없는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말하

66) (사례 15)의 경우, 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 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었다. 경우에 따라

서 폭력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자신의 경우처럼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의 경우 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사례 3)의 경우도 자신이 당연히 모성이 있다고 

생각 했었던 터라 연구자의 질문에 “내가 모성이 없어 보여?”라며 반문하기도 했었다. 이후 심층 면접에

서는 연구 맥락과 함께 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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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면접 조사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면접의 시작으로 했

었고, 개인의 경험 세계 속 모성에 대한 의미망을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데 좋은 질

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

화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였다. 모성에 대한 심층면

접은 자연스럽게 면접 참여자들의 살아온 생애를 말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 내용은 

생애사에 가까웠다.67) 모든 면접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성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으며,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모성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

도 할 정도로 모종의 의미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지 않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모성에 대한 연구들 역시도 모성

이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사

람들은 무작정 모성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성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저

런, 실제를 한 번 파악해보는데 일차적 초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실제가 어떠한지 너무 모르

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신비화 되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

는 모성이라는 것과 개인이 체감하는 모성이라는 것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말해진 모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들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안 될

까를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성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니 “난감한 주제네” 하셨는데, 왜 난감한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모성에 대한 인터뷰라고 말하는 순간 난감해 했다. 

“난감한 주제”라는 표현은 ‘면접에 응하기 어렵다거나 말하기 곤란하다’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질문을 받아 본적이 없고, “말할 내용이 많다고만 생각했지 구체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을 의미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면접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고, 면접을 마칠 때쯤 자신의 모

성에 대해 재정의 하며 뿌듯해 하기도 하였으며, 마음  속에 숨겨두었던 생각들을 

털어 놓은 것처럼 후련해 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모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

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67)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 개념은 자신의 생애경험의 압축판이었다. 왜 그러한 모성개념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은 살아온 과정을 구술하게 하였다. ‘모성’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

라 필연적으로 생애사  연구가 될 수 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sex-gender-sexuality의 매트릭스를 각자

의 삶의 지형에서 체화한 것의 결과이며, 지향이었다. 매트릭스의 역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각 삶

의 시기마다 가장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해 행한 현명하고도 주체적인 행위자였다.(연구자의 현장노

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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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았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개념에 대해 편향된 태도를 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로 면접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개입을 최소화

하였고, 구술이 잠깐 멈추거나 면접 참여자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다

려 주었고, 이야기가 끊기거나 다른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을 때, 면접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도록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비구조화

된 면접지의 질문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비구조화된 면접지의 질문 항목

항목 주제어(Key words) 세부 내용

본인 소개 현재 자신의 상황과 정체성 본인의 소개를 한다면

모성 개념
모성에 대한 의미화, 개념화 
내용
모성적 존재로 인식하는 근거

모성이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하는가

생물학적 
모성과 
의미

생물학적 몸의 조건에 대한 
해석
생물학적 몸의 경험에 대한 
해석

출산 계획과 고려되는 조건
태교, 임신, 출산, 수유, 초기 양육기 경험과 의미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육적 
모성과 
의미

양육 경험에 대한 해석
양육 환경에 대한 해석

양육 실천의 경험과 의미
주변의 양육실천자는 누가 있는가
양육 자원의 범위
다른 사람의 양육과 본인의 양육에 차이가 있는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산과 
모성의 
관계

아이의 의미와 아이 없는 삶
에 대한 해석

본인의 삶에서 아이의 의미
아이를 낳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본적이 있는가
주변의 아이 없는 삶

모녀 관계 어머니 세대 모성에 대한 해
석

어머니 세대와 차이가 있는가
어머니의 모성이 본인의 모성 개념에 영향을 주었는가

성역할 
이데올로기

모성과 성역할의 관계
모성과 성별분업

출산과 양육의 의미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역할인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에게 더 적합한 일인가

여성성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해석

여성성과 모성은 관계가 있는가
여성은 모성이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가

엄마 
VS 여자

무성적인 존재에서 성적인 존
재로의 변화에 대한 해석 엄마는 여자인가, 이 때 여자의 의미는

모성과 
사회 담론

모성과 관련한 사회 이슈 및 
매체 담론에 대한 해석

저출산 사회화와 출산장려정책
보육, 교육 공간에서의 사건 사고
육아지침서
만혼, 고령산모, 불임, 입양, 낙태 등 
싱글맘, 싱글대디, 한부모, 무자녀, 싱글족 등 
다양한 ‘맘(mom)’
소셜 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소셜 커뮤니티, 육아커뮤니
티, 육아박람회 등

모성 규범 사회의 모성규범에 대한 인식 본인의 경험에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성규범

사회 변화
와 모성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지와 해석 본인의 모성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변화 

생애 기획
과 모성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
가는 것의 의미와 해석  

여성으로서의 생애 단계별 삶과 모성
결혼과 모성
가족과 모성
직업과 모성
생애 기획시 모성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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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사례로 남편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응하는 한도 내에서 인터뷰를 하기

도 하였다. 남편들의 사례는 총 4명이나 심층면접의 사례로 본 논문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주로 본인이 하는 양육의 역할과 부인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

를 이야기 하였고, 생물학적 출산경험이 없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

다.68) 

2.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혼인과 출산, 양육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사회적 

실천의 모습을 다양화하며, 모성 인식의 변화를 수반한다(벨처 Belcher, 2000: 

543). 모성에 대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모성개념

에 부합하는 출산 경험자 중심의 모성 연구의 ‘경계 밖 대상’에 대한 탐구가 필요

하며, 이를 통해 모성 인식의 변화는 포착될 수 있다. 질적 연구 자료의 축적을 통

해 모성의 실제(reality)를 드러내고, 모성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경험적 근거들을 

찾고, 생애 속에 살아 있는 사회적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성을 둘러

싼 현재의 연구 지형은 “모성신화의 강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모성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의 경험세계는 간과되어 왔다(김혜경, 2001). 모성이라

는 것을 생물학적 범주 안에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만 국한 

하거나, ‘정상 가족’ 안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만을 포괄할 것이 아니라 시대와 그 

시대 각각의 규범이나 사회 조건에 의해 범주의 확장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모성 범주 밖의 여성들에 대한 탐색적(exploratory) 연

구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결혼-임신-출산-양육은 압도적 생애 경험이

며, 이러한 경험들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여성들 삶의 주된 숙고의 사안이 된다. 

결혼-임신-출산-양육의 경험이 없는 여성 삶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스스로

를 모성을 가진 존재로 의미화 하기도하며 모성 실천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이

68) 남편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묻고 들어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소회하였으며, 더 행복한 마음

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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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함한 탐구는 기존의 모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안 낳은 것과 못 낳은 것

의 경계, 또는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해 행해지는 모성과 그 밖의 주체에 의해 행해

지는 모성의 차이가 무의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성 인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층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구 참여자는 기존의 모성 연구들이 생물학적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산 경험 유무, 양육 경험 유무, 다양한 가

족구성 행위, 그리고 성적 지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사전 면접 조사를 통

해 확인된 바, 생물학적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성을 인지하고 모성 개념을 구성

하며, 또한 경제적인 수준, 가족 형태, 삶의 지향, 성적 지향, 출산 경험 유무의 변

수가 모성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를 모성과 관련하여 사고하고 말하는데 한계로 작

용하지 않았다는데 근거한다.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연구자가 알고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안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좁히고 연구 목적에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과 다루고

자 하는 경험의 범위를 정하였다. 연령은 30대 중반을 기준점으로 50대를 넘지 않

도록 하였다. 경험의 범위는 출산 경험 또는 양육 경험이 있거나 출산과 양육의 사

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차원을 고려

하되 연구 참여자를 한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경제적 자원의 차이

에 따라 가족생활 방식과 내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모성 인식과 같은 여성

들 내부의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박혜경, 2008;156). 

먼저 연구자의 인맥을 총 동원하여 모성과 관련한 깊이 있고 풍부한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을만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 목록 작성은 참여자

들이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이면서 연구자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

경과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사회경제적 위치와 가족관

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모성을 수행 또는 숙고하고 있을 대상들을 모으고 

면접가능 여부와 자발적 참여의사를 전화 접촉으로 확인하였다. 면접에 응한 사례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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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층면접 사례  

연령

(이름)

학력 가족형태
경제

활동
계층 출산경험

양육

경험

비고(특징)
고

졸

대

졸

대

졸

이

상

혼

인

지

속

이

혼

재

혼

미

혼

과

거

현

재
상 중 하

있

음

없

음

계

획

있

음

없

음

30

代

히 ○ ○ ○ ○ ○ ○ ○ ○
임신 중/ 동거 중/

출산후 혼인신고계획

하 ○ ○ ○ ○ ○ ○ × ○ 무자녀

캉 ○ ○ ○ ○ ○ ○ ○ 상류층/ 원정출산계획

향 ○ ○ ○ × ○ ○ ○ ○ 결혼식×/ 둘째 임신 중

몽 ○ ○ ○ × ○ ○ ○ 중산층/ 초기 양육기

바 ○ ○ ○ ○ ○ ○ ○ ○ 경제적문제로 혼인지연

승 ○ ○ ○ ○ ○ ○ ○ 결혼, 자녀계획 없으나 양육

묘 ○ ○ ○ ○ ○ ○ ○ ○
경제적문제로 

혼인지연/자녀계획 있음

선 ○ ○ ○ ○ ○ ○ × ○
경제적문제로 혼인지연/무자녀 

계획

민 ○ ○ × ○ ○ ○ ○ ○ 결혼계획 없으나 출산희망

지 ○ ○ × ○ ○ ○ ○ 결혼, 자녀계획 없으나 양육

40

代

이 ○ ○ ○ ○ ○ ○ ○
결혼, 자녀계획 없으나 

서류상 두 아이 입양 중

진 ○ ○ ○ ○ ○ ○ ○ ○ 불임시술 계획 중

윤 ○ ○ ○ ○ ○ ○ ○ 출산가능/ 입양

용 ○ ○ ○ ○ ○ ○ ○ 싱글맘

미 ○ ○ × × ○ ○ ○
하층 전업주부/ 직업경험 없음/ 

주말부부

주 ○ ○ ○ ○ ○ ○ ○ 결혼식×/ 이혼 한부모

금 ○ ○ ○ ○ ○ ○ ○ 캥거루족/조카 양육중

로 ○ ○ ○ × ○ ○ ○ 아이 없이 이혼/무직

오 ○ ○ ○ ○ ○ ○ ○ 독신주의

유 ○ ○ ○ ○ ○ ○ ○
언니(기러기 가족)의 조카 

(학령기) 양육 중

세 ○ ○ ○ ○ ○ ○ ○ 결혼계획 없으나 출산희망 

함 ○ ○ ○ ○ ○ ○ ○ 이혼 한부모

명 ○ ○ ○ ○ ○ ○ ○
낳은 자녀 있음/ 

친권 포기 이혼

빈 ○ ○ ○ ○ ○ ○ ○
낳은 아이 없음/ 낳지 않은 

아이 양육 중

후 ○ ○ ○ ○ ○ ○ ○
미혼/ 이혼한 남동생 아이 양육 

중(입양고려 중)

50

代

그 ○ ○ ○ ○ ○ ○ ○ 재혼/ 위탁모 경험있음

아 ○ ○ ○ ○ ○ ○ ○
아이 없이 이혼/ 가사도우미, 

입주육아도우미 경험 있음

옥 ○ ○ ○ × ○ ○ ○ 늦둥이 출산(4살)

에 ○ ○ ○ ○ ○ ○ ○ 자녀 대학졸업/이혼 고려중

신 ○ ○ × × ○ ○ ○ 전업주부/무자녀 

양 ○ ○ ○ ○ ○ ○ ○ 독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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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은 2012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총 26사례를 

인터뷰 하였고, 이후 201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2차 면접과 6사례를 추가하였다. 

총 32사례를 심층 면접하였고 이들 중 논문에 활용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20

사례를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69)  

부재를 강요당하는 다층적인 모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업은 모성과 비모성

이라는 경계, 정상적 모성과 병리적 모성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김혜경, 2001b).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해 온 ‘어머니 노릇(mothering)’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아닌 여성

(not-mothers)’으로 의미화 되어온 존재들에 대한 탐구가 된다. 이러한 작업은 모

성 연구의 지적된 한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 모성 

연구의 지형을 보다 입체화 하는 것으로서 무자녀 여성70)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

가족의 경계에 있는 주체들71)의  ‘어머니 노릇(mothering)’을 연관 짓는 작업이 모

성인식 변화의 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출산적 모성과 순차성을 갖는 것으로

서 양육적 모성 개념이 사유되는 한국적 맥락의 모성 개념의 연속체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출산적 모성 개념과 양육적 모성 개념을 의도적으로 분리할 필

요가 있으며, 무자녀, 낙태, 입양, 인공수정과 같은 출산적 모성의 기반을 약화시키

는 경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행위를 둘러싼 제반 맥락을 고려하여 미혼

모, 재혼모, 그리고 한부모의 경험세계를 탐색한다. 일과 모성의 긴장관계에 있는 

69) 음영 처리된 사례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사례이며, 나머지 30代 4사례, 40代 4사례, 50代 4사례는 지

면에 활용되는 것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12사례 모두 연구의 성격과 주제를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면접에 응해주었고 면접 동안은 가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대체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나 면접을 마무리하고 향후 생산된 녹취록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물

어봐 준 것은 고맙지만 인터뷰를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한데 글에 실리는 거는 좀 그러네”, “내 사례가 꼭 

필요한게 아니면 빼면 안될까?”, “수다 떤 것으로 만족하면 안될까?”, “실리는 것도 괜찮지만 안 실리면 

더 좋을 것 같아”라며 의중을 내비쳤다. 면접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며 한 

번 더 허락을 꾀하였으나 면접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사례들이 비록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연구자에게는 큰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를 허락해 준 20사례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70) 무자녀는 ‘아이가 없는’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속에서의 ‘아이가 없는’의 의미는 시대

와 맥락에 따라 ‘아이도 없는’(childless)이거나 ‘아이가 필요 없는’ 또는 ‘아이로부터 자유로운’(childfree)

으로 사용 되어왔다. 전자는 모성이 제도화된 사회의 맥락에서, 후자는 개인의 선택 차원으로 초점이 옮겨 

갔을 때 가능한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굳이 childless와 childfree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무자녀’라

는 용어를 사용하며, 영문으로 번역할 때에는 childless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도, ‘자녀’라는 용어의 의미가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사유되는 것을 무시해서도 아니며, 한국

사회에서 무자녀 여성이 거론 되는 맥락과 닿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하다. 참고로 권윤진(2004)은 ‘자녀’

라는 말이 가족과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되고 있어, 무자녀 대신 ‘아이 없음(childlessness)’이라는 용어를 대

안적으로 사용한다.  

71) 정상가족의 경계에 있는 주체들은 이혼, 재혼, 비혼모를 포함하며, 독신과 레즈비언, 비혼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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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잠재적 어머니이나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의 범주

로 독신과 레즈비언, 그리고 무자녀 여성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대상 역시도 포함하였다. 즉 직접 출산한 아이를 통하지 

않고도 모성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들의 모성 개념의 특성이 나타나는

가를 살필 수 있도록 출산적 모성과 정상가족의 경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이는 다양한 생애경험 속에서 모성이 어떻게 인식되며, 어떤 경험세계를 가

지고 있고, 어떠한 사유와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을 둘러싼 담론의 지형을 탐

색하고, 질적 연구 자료의 축적을 통해 모성의 현실을 드러내고, 모성 개념이 변화

하고 있는 경험적 근거들을 찾고, 생애 속에 살아 있는 사회적 사실들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초기 양육기에 있는 중산층 정상가족과 서민층 정상가족, 그리고 자

녀계획이 있는 중산층 정상가족, 자녀를 입양한 입양가족, 자녀가 있는 재혼, 이혼 

가족의 여성, 싱글맘72), 무자녀가족, 돌싱73), 레즈비언 가족과 레즈비언, 비혼, 그

리고 독신주의자 사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세대나 가족상

황, 경제적인 정도 등의 서로 다른 특색을 갖고 있으며 각 유형을 대표하지 않는

다. 다만 현재의 모성 인식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을 볼 수 있고, 모성의 다변

화를 포착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가족관계로 포착되지 않고, 결혼 관계 외의 

다양한 삶의 경험, 그리고 정상화된 가족과 모성의 경계 밖에 있는 대상들의 삶의 

경험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되고자 접근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72) 싱글맘을 검색 키워드로 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의미하는 미혼모와 동일

한 의미로 검색되었다.(출처: 위키피디아) 미혼모(未婚母)의 의미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가 되어버

린 경우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미혼모라는 용어 안에 부정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여성주의 내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미혼 대신 혼인 관계가 아닐 뿐이라는 의미로 비혼(非

婚)이나 비혼모(非婚母)로 대안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서정애(2009)는 ‘싱글맘’과 ‘싱글 맘’을 구분하

여 사용하였는데, 전자의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경제력을 가진 

여성이 결혼과 상관없이 재생산 기술을 통해 임신·출산 을 하고 양육을 결정한 후자의 경우를 분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싱글맘은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를 지칭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한 한

부모와는 다르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비혼

모에 가까운 의미이다. 

73) 돌싱은 돌아온 싱글(single)의 줄임말로 이혼한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한다.(출처: 네이버오픈국어사전) 

2005년도 <돌아온 싱글>이라는 제목으로 TV에 방영된 드라마이기도 하다.(출처: 위키피디아) 본 논문에

서 사용한 돌싱의 의미는 이혼한 신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내 낳은 자녀 없이 혼인

이 해소되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딸린 자녀가 없이 혼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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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면접 참여자의 특성74) 

사

례

현재

연령
현재 직업 자녀 성별/연령 가족 형태 비고

A1 35 대학강사 자녀계획 있음→있음 부부 가족 결혼 2년차, 원정출산계획

A2 38 상담원 자녀계획 없음→없음 부부 가족 결혼 8년차, 자녀계획 없음

A3 40 대학원생 자녀계획 있음 부부 가족 결혼 7년차, 불임, 인공수정 계획 있음

A4 44 공무원 남 쌍둥이 입양 5세→6세 입양 가족 입양(38세), 추가 입양 계획 있음

B1 35 자영업 임신 중(8개월)→여 2세 동거 가족 출산 후 혼인신고

B2 37 전업주부 남 2세→3세 전형적 핵가족
남편의 육아참여, 고학력의 백수(전직 억

대 연봉자)

B3 35 대학원생
남 5세 둘째 임신 중(8개

월)
전형적 핵가족

첫째 출산 한달 전 혼인신고

남편 재혼, 본인 초혼, 결혼식 하지 않음

B4 40 단체 상근자 남 8세→9세 싱글 맘 가족 혼인 고려 중

B5 41 전업주부 남 14세→15세 전형적 핵가족 주말부부

B6 44 인터넷쇼핑몰
여 13세, 여 15세, 남 18세

→ 14세, 16세, 19세 
이혼가족 한부모, 식당 창업 준비 중 

B7 54 자영업 28세 여 30세 여/ 아들 재혼가족 재혼(49세), 위탁모(39세~42세)

C1 35 단체 상근자 미정→미정 1인 가족 미혼, 독립

C2 40 금속공예가 자녀계획 없음→미정 캥거루 족 2세→3세 조카 양육

C3 40 무직
자녀 없음, 계획 없음→

없음
돌싱 이혼(33세), 취업 준비 중(전직 광고회사)

C4 58 식당노동자 자녀 없음, 계획 없음 돌싱
이혼(21세), 가사도우미, 입주육아 도우미 

경험

D1 42 학원강사 자녀계획 없음→없음 1인 가족 독신주의, 골드미스

D2 38 프리랜서 자녀계획 없음 레즈비언 가족 레즈비언, 이모노동

D3 41 회사원 자녀계획 없음 레즈비언 가족 레즈비언, 대학생 조카와 함께 살고 있음

D4 42 해외자원봉사 자녀계획 없음 1인 가족 레즈비언, 해외 근무 중

D5 43 초등교사
남 16세 여 18세→17세 19

세
레즈비언 가족 친언니의 자녀 호적상 입양(35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성’에 대

해 숙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17사례는 지인들

74) 사례의 연령 란에 기입한 것은 모두 2013년도 현재 연령이다. 면접은 처음부터 2차로 계획하지는 않았

으나 추가 질문이 생기기도 하였고 시간의 흐름으로 상황이 변하였거나 자녀의 성장단계가 달라지거나 하

는 등, 1차 면접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2차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1차 면접은 

2012년도에 주로 이루어 졌고 2013년도에 2차 면접이 이루어졌다. 음영 처리된 6 사례는 2013년도에 추

가된 면접 사례로 한 차례로 면접을 마무리 하였다. 자녀와 자녀계획과 관련한 부분에 2차 면접이 이루어

진 경우를 “→”로 표시하였다. (사례 B7)의 경우는 2012년 같은 해 2차례 면접이 이루어졌고, (사례 D4)

의 경우는 해외 근무 중인 관계로 2차 면접을 하지 않았다. 본고에서 면접 내용을 인용할 시 1차와 2차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구술 내용에 자녀의 성장 

시기가 포함되어 구술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면접 당시 연령이 아니라 현재 연령

을 쓴 이유를 밝히고자 함이다. 직업, 혼인상태가 포함된 가족형태는 면접 참여자들이 자신을 설명할 때 

사용한 구술에 의한 것이다. 1차 면접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2차 면접은 1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례 A3), (사례 A4), (사례 B1), (사례 C4)는 직장 근처의 조용한 공간에서 면접

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면접 참여자의 집 근처 조용한 공간이나 동선을 고려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만나 

면접하였다. 20사례 모두 면접 장소로 집 외의 다른 공간을 선호하였으며, 초기 양육기에 있거나 임신 중

인 사례 역시도 아이와 분리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면접 장소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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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이 되었고, 1사례는 지인의 소개로(사례 B7), 나머지 2사례(사례 B1, C4)

는 길거리에서 섭외하였다.75) 

A 그룹과 B 그룹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례들이다. 기혼이며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를 A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를 B로 구분하였다. A로 구분된 사례들은 기혼

이며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이다. A1은 임신을 계획 중에 있고, A2는 자녀계획이 

없다. A3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나 성공적이지 않아 인공수정 계획을 가지고 있

다. A4는 출산 경험은 없으나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B로 구분된 사례들은 

기혼이며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B1은 현재 임신 중이며, B2와 B3는 초기 양

육기에 해당한다. B4와 B5 그리고 B6는 학령기이다. B7은 성인기에 해당한다. 재

혼으로 생긴 대학생 아들도 자녀에 포함하였다. B1은 현재 법적 혼인 상태는 아니

나 혼인 신고 계획이 있고 현재 임신 중이므로 B 그룹에 포함하였고, B4의 경우는 

비혼모이나 혼인을 고려하고 있고 혼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출산의 경험이 있어 

B 그룹에 포함하였다.  

C 그룹과 D 그룹은 혼인 관계 외에 있으며 출산 경험이 없는 사례들이다. C로 

구분된 사례들은 혼인관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나(C1, C2) 혼인 관계로부터 이

탈한 이후 다시 혼인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C3, C4)이다. D는 혼인과 무관한 

사례들로, D1은 독신주의자이고, 나머지는 동성애자이다. D5의 경우는 호적상 두 

아이가 있으나 혼인, 또는 출산 경험과 무관하여 D 그룹에 포함하였다.   

B7과 C4는 50대의 사례로, 나머지 사례들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인 

것에 비해 고령연층에 속한다. 이들은 각각 위탁모의 경험과 입주육아도우미의 경

험이 있는 이들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례 중 직업 경험이 없는 경우

는 B5가 유일하며, 자녀계획이 미정인 경우는 C1, 한 사례뿐이며, 나머지는 이미 

자녀가 있거나 자녀계획이 없음을 확고하게 표명하였다. 당시, 추가 입양 계획이 

있는 A4를 제외하고 기혼 유자녀 사례들 모두 추가자녀출산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양육경험이 없는 경우는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았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인 A4 외에도 동생의 아이를 도맡아 키우고 있는 C2와, 한 때 직업으로 입주 

육아 도우미 경험이 있는 C4, 이미 성인이 되었으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카를 데

리고 함께 살아온 D3의 경우를 비롯하여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부모를 대신하여 아

75) 길거리에서 섭외한 (사례 B1)과 (사례 C4)는 연구자가 거주하는 동네에서 연구자가 손님으로 방문하여 

친분을 쌓은 사이이다. (사례 B1)은 남편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사례 C4)는 연구자의 단골 식당 노동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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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돌본 경험을 양육경험으로 의미화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그림 2>는 혼인과 

출산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배치한 것이다. 혼인지속기간과 자녀수, 혼인 가능성과 

출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A2는 기혼자이며 생물학적 

출산을 하지 않을 계획이 확고한 무자녀 사례이다. 혼인과는 정(＋)의 관계, 출산과

는 부(－)의 관계에 있다. 혼인 선상에 위치해 있는 A1, A3, A4, B1 중 A그룹은 

혼인 하였고, 출산한 아이가 없는 경우이다. A4의 경우, 기혼자이며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양모이다. B1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면접 당시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다. B4는 혼인하지 않은 싱글맘이며, B6는 이혼하여 아이 셋을 양

육하고 있는 한부모이다. C1, C2, C3, C4가 출산의 부(－)의 선상에 위치한 것은 

혼인의 가능성은 있으나 출산가능성은 없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D1, D2, D3, 

D4, D5는 혼인 가능성도 출산가능성도 없는 사례로 혼인과 출산 모두 부(－)의 관

계에 있다. 20사례 중 기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사례는 음영처리 한 B2, B3, 

B5, B7 네 사례이다.

<그림 2> 면접 사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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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출산적 모성의 쇠퇴와 자원화

한국 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는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속성을 중심

으로 작동해 왔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출산의 목적은 오랫동안 대를 잇는 

것에 있었고,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용인해 왔으며, 생모와 계모의 구분이 존재해 

왔고, 출산을 하지 못한 여성은 소박을 맞거나 혼인관계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던 과

거사에 순응적이었다. 모성이데올로기는 출산을 어머니 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로 간주해왔다. 때문에 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키

운 엄마임과 동시에 낳은 엄마보다 덜한 존재가 되며, 진짜 엄마가 아니다. 출산을 

거친 모성과 그렇지 않은 모성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게 되며 이 둘 간의 뚜렷한 

구분의 역사가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해 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관념은 

잔존하고 있다. 또한 출산에 대한 국가의 의미부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해 왔으며, 

개인이 갖는 출산의 의미는 축소되거나 편향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현재의 출산 역

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목적

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의 출산이 기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다면 출산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애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혼 여성 

외 여성 전반에 출산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혼인을 늦추는 것, 혼인을 하지 않는 

것, 적은 수의 아이를 낳는 것 역시도 개입 가능하게 하였다. 여성들의 삶 안에 생

물학적 출산을 예정하는 지배적 인식은 출산을 실천하지 않는 여성들을 소위 ‘정상

적’인 여성 범주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아이와 출산의 의미는 실제 여성의 삶 안에

서 단일한 양상을 띠고 있지 않으며, 국가와 개인 간의 간극을 벌이고 있으며, 출

산해야 하는 자와 출산 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관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출산적 모성을 축으로 모성 인식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절에서는 출산적 모성이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핀다. 여

성들이 출산과 결부된 속성들에 대해 어떤 의미망을 갖고 있는지와 출산이라는 몸

의 경험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를 통해 모성 신화와 이데올로

기가 약화되는 변화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출산적 모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출산하는 모성을 강조하거나 출

산하지 않는 모성을 배제하는 출산적 모성 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 해석을 

다루었다. 4절에서는 출산적 모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기반으로 모성 인식이 이

루어지며, 출산적 모성이 재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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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성 신화의 위축

모성 신화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곧 좋은 어머니이며, 생물학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임신․출산하는 

출산적 모성을 핵심으로 어머니 됨을 규정한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수

유경험을 비롯한 몸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아이의 의미 등 출산

적 모성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몸’은 출산하는 몸이 

아니거나, 출산을 경험한 몸이 아닌 상태로의 복귀가 이루어진다. 여성들의 출산과 

결부된 속성에 대한 해석의 변화와 출산하는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모성의 생

물학적 기반을 약화하며 기존에 모성 신화를 뒷받침 해 오던 이데올로기의 강고함

에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 

1. 출산과 결부된 속성의 변화

모성 신화는 주로 생물학적 어머니의 위치를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닌 독보적인 자리에 두는 것

이다.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아이’를 위해 태교를 해야 하는 존재이며, 출산

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경이로운 순간이며 축복 속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야한

다. 출산이후에는 ‘아이’를 위해 모유수유를 해야 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아이’의 

정서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기는 생물학적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해야하며, 때로는 ‘아이’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동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성 신화는 임신 직전 시기부터 시작하여 초기 양육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① 출산과 모성의 관계

여성들의 출산의 의미와 아이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이

에게 가장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변화하고 있다.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출산적 모성의 속성에 대한 인식과 해석, 경험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

과 모성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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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좋은 엄마 됨’의 관계

면접 사례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는 출산한 어머니 자체가 곧바로 좋은 엄마가 

되지 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낳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엄마라고 인식하지 않았

다. 생물학적 출산 경험이 있는 B그룹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임신·출

산·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몸의 경험을 모성의 근거로 사유하지 않았다. “낳았다고” 

곧바로 좋은 어머니가 되지도 않으며, 중요한 것은 출산적 모성 자체가 아니기 때

문이었다. 

나는 낳은 게 모성은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키우는지, 키우는지가 중요하지, 그니까 내 애

라도, 내가 낳았어도, 내가 짜증날 때 짜증부리고, 뭐 애 밥도 안 주고 가출하는 엄마도 있잖

아. 그 엄마는 모성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낳지 않은 다른 앤데, 힘든 애가 있으면, 그 애를 

돌봐, 그 애를 사랑해주고 키우는 엄마면 그 엄마는 모성이 있는 엄만 거지.(사례 B2)76)

낳았다는 것으로만, 낳은 엄마가 잘 해줄 거라고는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사례 B4)

낳기만 해도 좋은 엄마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첫째, 둘째, 셋째, 낳았다

고 좋은 엄마가 아니라 자기 몸의 분신처럼 소중히 생각했을 테니 잘 키우겠지 해서 그런거 

아니겠어? 나머지 두 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따지면 난 우리 둘째한테는 특히 좋은 엄마 

아냐. 내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생긴 앤데다, 힘든 시기가 어디 하루아침에 끝나? 아니잖아. 

낳고 나서도 되게 힘들었어. 몸도 몸이지만, 상황이. 내가 더 소중한데, 내가 죽느냐 사느냔데, 

이 애가, 둘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얘[둘째]는 이 시기에 엄마가 없었던 거

지. 다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낳고 나서 한 세 

살 될 때까지 그랬나봐. 그 시기가 상황이 완전히 풀린 시기야. 풀리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구. 

그 갓난쟁이 시기의 애들은 누가 곁에 있느냐가 중요 한거야. 오리가 막 부화했을 때 눈에 보

인사람을 엄만 줄 안대매.(사례 B6)

위의 사례들에서도 이야기 되듯이 “낳았다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이야기의 의미는 낳은 엄마가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76) 본문에서 인용하는 인용문의 문장 부호는 여기에 언급한다. 면접 참여자들이 직접 언급한 부분을 본문에 

사용할 때는 겹 따옴표(“ ”)로, 강조는 홑 따옴표(‘ ’)로 한다. 인용문 중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필자의 강

조이다. ‘(괄호)’안에 쓰인 지문은 면접 당시 의미 있는 표정이나 상태, 상황 등을 써넣었다. 그리고 면접 

사이사이에 면접자의 질문이나 말이 들어가는 경우도 괄호 안에 넣었다. ‘[  ]’안의 내용은 맥락상의 의미

이다.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OO”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아이는 “둘째”나 “□□”로 표시하였다. 그 외 다

른 이름과 상호 등은 가명이거나 기호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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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며 “낳은 것” 자체가 “모성”이 아니라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모

성”이라는 의미이다. 아래의 (사례 B1)은 출산과 모성을 곧바로 연결하는 주변의 

언설을 ‘곧 엄마가 될테니 엄마답게 행동해’로 받아들이며 ‘낳는다고 엄마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으며 ‘엄마답게’ 행하는 것이 ‘자신답게’ 행하는 것

과 충돌하는 것임을 의미했다.  

8주 만 더 있으면 동그리[태명]가 세상에 나오겠지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서 “곧 엄마가 되겠네요” 이러는데 난 상상이 안가.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도 알고, 애야 달수가 차면 나오겠지만, 낳으면 바로 엄마가 

되나? 새끼를 낳은 게 어민 건 맞지만... ‘낳았으니까 너 이제 엄마야, 엄마답게 굴어’ 같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화가 나.(사례 B1)

또한 출산을 상정 또는 계획하고 있으나 출산의 경험이 없는 A그룹의 경우도 

출산과 모성의 관계에 회의적이었다. (사례 A3)의 경우도 출산의 경험자체가 혹은 

출산한 엄마라는 신분 자체가 좋은 엄마가 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사유

한다. 오히려 양육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좋은 엄마 됨’을 

구성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운 지점이 그거야.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임신하고 아이

를 낳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아이에게 모성을 행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를 낳아도 올인하

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 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지금도 많이 귀찮은데.(사례 A3) 

한편으로 생물학적 어머니, 즉 ‘낳은 엄마’에 대한 서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생물학적 연결고리로서 아이와의 관계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서 “낳은 엄마가 진짜 엄마”로 명명되는 것은 낳지 않은 엄마, 즉 기르기만 한 엄

마를 ‘진짜 엄마’의 반대편에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키울 때 여건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낳은 신분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지. 그니까 낳은 엄마라

고 더 잘 해주고, 데려 온 애라고 그 엄마가 더 못 해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 같애. 그니까 데려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힘들겠다, 그 엄마에 대해서, 뭔

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뭐 나중에 크면 엄마 찾겠네 뭐. 근데 

솔직히,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말 자체가 너무 나쁜 거 같애. 진짜 엄마 뭐 지금 엄마는 가짜 

엄마는 아니잖아. 그런데 진짜 엄마 찾겠다, 뭐 또 생모. 생모 찾아가겠네. 그니까 솔직히 그

게 어감이 되게 이상한 게, 외국어로 그냥 biological mother라 그러면, 그냥, 어, 그냥, 뭐, 내 

생물학적인 엄만가 보다 하면은 딱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엄마라고 하는 게,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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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엄마가 진짜 엄마, 키워준 엄마 이렇게 나누잖아. 그런데 진짜라는 거는 아주 다르잖아. 느

낌이. 말이.(사례 B2)

우리 애들이 내가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내가 갑자기, 나한테 “아줌마” 그러겠

어?(사례 A4)

또한 이러한 경향은 출산을 기준으로, 낳지 않고 키우는 양육적 모성을 생물학

적 어머니가 행하는 양육적 모성과 다른 것으로 사유하게 하는 관념의 틀을 제공

하기도 한다. 또한 생물학적 엄마로서의 양육 실천은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본인도 좀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 그니까 낳은 엄마라고 더 잘 해주고, 데려 온 애라고 

그 엄마가 더 못 해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아니면 반대로 더 잘 해줘야지 하는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고. 게다가 요즘에는 인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 조심스러워지긴 

하는 거 같애. 왜냐하면 워낙 이혼도 많고, 이제 뭐, 바뀌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점점 이제 

뭐, 그런 집이 많아지다 보면은 뭐 그러려나 보다 하겠지.(사례 B2)  

앞서의 사례들과 위의 (사례 B2), 그리고 아래의 (사례 D5)에서도 나타나듯이 

‘낳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엄마가 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는가가 

오히려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D5)

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학부모들을 접한 경험을 근거로 주양육자가 생물학적 부모

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의 유무가 오히려 중요함을 

이야기 한다. 또한 양육적 상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출산이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함을 이야기하였고 양육의 책임을 갖는 “책임감”을 모성의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보면 부모, 부모 중 한명, 할머니, 고모네, 

재혼한 학부모, 그래서 한 아이는 자기가 낳고, 한 아이는 자기가 안 낳고, 3학년, 6학년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구요. 그니까 방치요. 누구든 방치하지 않고 잘 돌

본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티가 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 경우가 그럴 때가 많은데, 아이

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려면 아이는 자고 있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거나 엄마아빠가 늦게 들어오거나 또는, 그렇게 돼있어서. 그니까는 아이가 너무, 그니

까 부모의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책임감 없이 키울꺼면 그러면 아이를 낳지 말았어

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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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례 D5)

물론 태어날 때부터 뭐죠? 그거? 애기 뱃속에서부터 태교, 하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아이가 어떻게 뭐 어떤 두뇌를 가지고 성장하고 이

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보다, 이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가서가 문제예

요. (중략) 그니까 어린 아이하고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리고 학교는 살짝 규칙, 규율 이런 거를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시간관념. (중략)처음에 유치원, 처음에 갈 때도 문제가,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내가 갖고 놀

던 장난감, 집에서는 다 내가 갖고 놀았는데, 애들하고 나눠서 놀아야 돼요. 그거는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은 힘들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오히려 중요하죠. 태교하고 낳아서 때 

되면 보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또래와 어울리는 공간에 가기 전에 누군가가 훈련시켜줘야 

할 부분이란 거죠.(사례 D5)

출산과 ‘좋은 엄마됨’의 관계에 대한 서사들은 출산자만이 양육의 책임감을 가

지고 좋은 양육 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

자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의 일차적 조건이 된다는 관념 역시도 부인되었다. 오히려 

출산자 어머니에게 양육 책임에 대한 “강박증”을 갖게 할 뿐, 여성에게 일차적인 

양육책임을 지우는 구실이 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

실과 모성인식의 관계는 출산 자체에 독보적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 생물학적 끈

생물학적 차원에서 모성의 근거를 찾는 방식은 ‘자기가 낳은 아이’에 의미를 부

여하는 생물학적 연결을 강조한다(신경아, 1997). 그러나 본 면접 사례에서는 다른 

방식의 서사가 이루어졌다. 생물학적 끈, 연결의 의미로서의 출산적 모성은 다른 

근거에 핵심적 위치를 내어주고 있다. 

(사례 A3)는 부부관계라는 것이 때에 따라 남남이 될 수도 있는 피 한방울 섞이

지 않은 허약한 관계인 것에 비해 그 사이의 생물학적 아이는 “각박한 세상”을 친

밀한 관계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생물학적 끈이 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사례 A3)

의 “각박한 세상”의 의미는 개인 혼자의 힘으로 관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구적인 관계에 대한 회의이기도 하

다. ‘생물학적 끈’의 의미가 등장하고 있기는 하나 아이와의 연결된 느낌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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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모성을 인식하는 근거로서의 의미가 아니며, 관계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례 A3)의 아이의 의미는 모순적이기는 하나 ‘아이’라는 

것이 모종의 부부관계를 탄탄하게 연결 하는 도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

유하고 있기도 하다.  

남들이 나를 의학적 관점에서 정상으로 보건 안보건 남들에게 증명하는 건 큰게 아냐. 왜냐면 

내가 임신이 가능한 몸인걸 내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내 안의 모순들… “안생기면 그냥 살지” 이랬다가 “그래도 낳아봐

야겠다” 사이에서의 모순… 아이라는 존재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것도 조건 

없이. 이 각박한 세상에 무한한 친밀감을 상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지. 왜, 살다보니 남편도 남은 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더라고. 막말로 피한방울 안섞

인 남은 남인거지. 가족이라는게, 내가 보수적인진 모르겠지만 핏줄,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

는데 ‘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가하는…(사례 A3)

일반적으로 아이와 생물학적 어머니의 관계가 생물학적 끈이나 태아로 있을 때

부터의 연결된 듯한 느낌은 임신한 상태에서의 어머니의 느낌과 아이의 느낌이 연

결되어 있는 것으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면접 사례들에서 임신 

기간 동안의 아이와의 교감은 주요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와 엄마의 몸

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것에 반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임신한 상태에서의 몸의 경

험은 아이에게 생길 문제를 우려한 공포를 형성한다. 임신 시기의 공포는 신체적으

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즉 아이의 상태와 관련한 것이 주

를 이루었다.  

첫 아이 때는 가장 컸던 게 내가 멀쩡한 애를 낳을 수 있을까하는 거였지. 모르니까. 커피 하

나 마시는 것도. 지금은 많이 먹지 않으면 된다, 커피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우유를 더 

많이 먹어주면 된다. 스트레스 안 받는게 좋은거지. 뭐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된다. 말들이 

많잖아. 그때는 몰라서 가지는 불안들 있었지. 근데 이제 둘째니까.(사례 B3)

(사례 B2)는 이제까지 고기를 안 먹어 온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임신을 하고부터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야할 임

신한 여성의 몸으로 환원되면서 병원 진료시 분노와 공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

었다. 

이제까지 고기를 안 먹어온 삶,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왔는데, 병원에서 양수 성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 뭐가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거야.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기형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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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수도 있고, 아토피가 생길수도 있고, 뭐가 제대로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물을 

많이 먹어라,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심지어 언니들도. 굉장히 스트

레스를 많이 받았지. 내가 뭐하러 임신을 해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나. 내가 애 낳을려고 이제

까지 살아 온 것도 아닌데. 암튼 어딜가나 수세적인 위치가 되는거야. 폭발할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게 쎄게 때리지는 않았지만 배를 주먹으로 친 적이 있어.(사례 B2)

아이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연결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사례 B2)처럼 임신한 상

태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상황으로 연결된다. (사례 B3)는 사회의 인

식이 여성의 몸과 아이의 기형이나 질병과 같은 몸의 상태를 과잉 연결 짓고 있으

며, 이를 부모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비난이 형성됨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사회의 시선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죄책감과 자책감을 강화하며 한

국사회에서 질병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이들이 이러한 죄책감과 자책감

으로부터,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말해준다.    

아이의 질병이나 기형이나 건강함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사회 자체가 부모의 죄책감, 자책

감을 강화시키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부모의 죄책감. 언제 티비를 보는데 어떤 부모가 그러

는거야. 자기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애가, 뭔가 아이에게 잘못되고 있을 때, 자기 몸으

로 환원되는… 부모의 몸에 문제가 없으면 전생까지 가는거지. 비난 압박이 상당히 커. 없는 

이유를 미친듯이 찾아내는거지.(사례 B3)

입양모인 (사례 A4)는 입양선택의 과정에 생물학적 속성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

았음을 알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대한 감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망에 혹시라도 아이가 병이 있거나 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

국사회에서 장애아 입양이 저조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생물학적 어머니의 

몸이 아이의 건강과 직결되는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또

한 기존의 관념이 아이의 건강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어머니는 가장 좋은 엄마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맨처음에 생물학적 할아버지가 교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크게 작용했지. 내 배속에 생

겼을면 기형아라도 나았겠지. 근데 아직은 아이와의 끈이 없잖아. 내가 입양을 늦게 결정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일단 입양, 아니 입양 전에, 고민이 되는게 아~ 키우다가 모르고 있던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배속에 있을 때부터 내 아이면 내 먹는 것부터 관리를 잘 할텐데… 담배 이

런 것도 안하고. 되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들이는 부모들 많거든. 그러면 어떡하지, 그 걱정

이 되게 많고 걱정이 되거든. 태교, 술, 담배… 이런거.(사례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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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제, 크게 작용을 한거는 이, 생물학적 엄마가 맨첨에 팔주짼가, 이개월인가, 이 때 

알게 됐데. 열일곱살 애가 대학생 오빠랑 놀다가 애기가 생기데 된거야. 그러면서 혼자 고민

을 한달을 했대. 낙태를 할까 말까. 그 생각은 얘기만 해도 너무 끔찍해. 하여간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안이 독실한 천주교 신잔데, “그게 무슨소리냐. 낳는거다.” 그 

생물학적 외할머니가 내 밑으로 내 자식으로 키우면 되니까 낳아라… 내 자식으로 키울까… 

수녀님한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알게 되면서 부터는 지도를 했대. 미혼모 시설

에 들어갔어. 그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키웠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

했지. 남편도 내가 “너 그게 크게 작용했지?” 그러니까 남편도 그런것도 있다하더라고. 안정

되게 케어를 받았다는 그게 많이 작용을 했지.(사례 A4)

또한 아이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연결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출산 이후 양육의 과

정에서는 주로 아이의 모습이나 성향이 누구를 닮았는가를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우리사회는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자의 관계를 응당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 때문에 누군가가 출산을 했다거나 아이와 동행하고 있는 부모에

게 ‘닮았다’와 ‘닮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사례 A4)처럼 입

양한 경우도 아이들이 여섯 살이 되도록 “숱하게” 들어온 이야기이며, 한부모인 

(사례 B6)도 자신을 닮지 않은 아들을 두고 “남편을 닮았나보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다.77) “닮았다”라는 서사는 다양한 가족구성행위 다변화와 무관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체념’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생물학적으로 닮고 안 닮고 그런건… 그니까 나는 인제 남편을 되게 사랑하니까, 남편을 그게 

닮은 모습을, 부분을 봤을 때 뭔가 흐뭇함? 더 귀엽다? 그러니까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도 아

니고 뭔가 닮은 부분을 찾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건 있는 거 같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애를 

키우는 게 되게 힘들잖아. 그니까, 힘들었을 때, 나만 해도, 우리 애가 막 좀 짜증을 부린다거

나 힘들 게 했을 때 어느 순간 만약에 뭐,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조금 짜증

이, 싦어하는 사람 닮은 거 같다 이러면, 약간, 조금 더 짜증이 난다거나. 힘든 부분이 좀 더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다행히 인제, [아이는] 시어머니 닮지는 않았지만. 그니까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를] 가끔 닮아 보일 때 밉지.(사례 B2) 

77) (사례 B6)는 스물네 살에 결혼하였고, 아이들을 셋을 낳았다. 남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가계에 경제적 

기여도 하지 않았고, 개인 사업을 해보겠다며 따로 오피스텔을 구해 생활해 왔다. 심리적으로도 별거상태

가 된지 오래이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이들에게 필요할 듯 하여 이혼을 선뜻하지 못하다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이 빛더미에 올라 4년 전 실질적 이혼을 하였다. (사례 B6)의 인생에 남편이 부재한지 오래

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떠올리는 것 자체도 싫은 (사례 B6)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남편을 닮았나보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지랖도 넓게 왜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을, 잘생겼다, 뭐, 칭찬할거

나 말할게 없으면 안하면되지, 짜증나게, 왜 그런 얘기들을 하나 몰라, 그 아이만 말하면 될 것을”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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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4)는 생물학적 출산을 통하지 않은 자신의 모성을 “다른 생물학적 엄마

들이 갖는” 모성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모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뿐

만 아니라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데”에 있어서, 낳은 경험, 즉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임신한 몸

의 경험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할 수 있지만 모성을 실천하

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모성은 출산 경험으로 “생기고 말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는 다른 생물학적 엄마들이 갖는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런게 없잖아. 근데 없는 걸 

어떡하겠어.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데도 그렇지만, 

모성이 그런 느낌 때문에 생기고 말고는 아닌 것을 내가 직접 느꼈거든.(사례 A4)

또한 “지속에서 낳아도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기 얘가 아니

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하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생물학적 연결의 

의미를 강조해 온 출산적 모성의 한 특성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내비

쳤다. “진짜 모성”은 “키워지는 것”이지 ‘낳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친구들도 봐도, 지속에서 낳아도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 들고, [뱃속으로]다시 집어넣고 

싶고, 얘가 내 애 맞아? 막 이러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진짜 모성

은 다 키워지는 것 같아. 입양 모임, 내가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입양한 사람들 되게 많아. 되

게. 다들 그래. 모르겠다, 내가 낳았다 안낳았다 이런 생각 안든다고. 딱 한분, 생소하다, 이런 

사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독특해. 좀. “나는 얘가 덜 사랑스럽던데요. 생소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 딱 한 사람 봤어. 이상한.(사례 A4)

㉢ 아이의 의미와 계획의 의미

한국사회에서 ‘출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성들의 삶에 양가적이고 모순을 느끼

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출산과 아이의 의미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 주요한 변

화의 양상은 과거 양육적 모성의 도구화, 과학화, 고도화가 출산적 모성에 전이되

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A3)의 경우처럼 아이를 싫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

임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인식은 스스로 출산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왜 아이를 갖고 싶은지에 대해 자문하게 한다.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어. 막 갖고 싶어서 그러진 않아. 열렬히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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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건 뭐지? 왜 아이를 낳고 싶지? 이건 내 안의 모순이야. 나에게 숙제가 생긴것 같은 

느낌? 내가 애기가 싫어져서 나에겐 모성이 없어졌다고 얘기했지만 “가질꺼야” 그렇게 말하

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겠어. 내가 왜 아이를 가지려고 할까. 숨은 진실이 뭘

까.(사례 A3)

아이에 대한 의미의 변화는 불임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역시도 변화하게 한

다. 과거 불임인 경우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안타까움의 시선을 가졌다면, 맥락적 

사유가 가능해지고 있다. 면접 사례들 전반에서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에서

부터 “꼭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 물

론 (사례 A3)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장실 낙서’에 힘든 과정을 잘 견디라는 응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낙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병원의 상술이기도 

하다.78) 

불임시술로 유명한 병원들이 있어. ○산부인과처럼 여성전용산부인과나 ☆병원. 조그만 산부

인과하고는 되게 다르지. 물론 성공률, 시술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착취적인 방식을 취한

다는 얘기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 여자 몸에 무리가 가게 한다는 정보가 있어. 나

는 그래서 □병원이나 ◇동 △병원에 갈려고. 여튼 병원 화장실 벽에 낙서들이 잔뜩있는데, 불

임시술 실패 이야기, 슬픈 글들이 화장실에 쫘악 낙서가 되어 있는데, 인생의 끝에 와 있는 것 

같고, 한탄할 데가 없으니까. 댓글도 달려있고, “힘내세요” 이런거. 이 사람들은 이미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려를 해. 병원에서. 왜냐면 병원을 선택할 때 영향

이 지대하니까.(사례 A3)

출산적 모성의 강화는 아이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합목적적인 선택이 되도록 영

향을 미친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며 둘째를 임신 중에 있는 (사례 B3)는 출산과 임

신을 둘러싼 “계획”에 대해 질문 받는 것에 분노한다.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당시의 임신과 자신의 출산결정에 대해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고 

토로했다.    

내가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낳을꺼냐 말꺼냐 물어. 마치 무책임한 엄마인

거처럼. 낳을꺼냐. 내가 나이가 서른인데, 무성적인 존재가 아닌데, 섹스를 안하는게 아닌데, 

뱃속의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나는 임신을 했을뿐인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게 아

니더라고.(사례 B3)

현재 둘째아이를 임신 중에 있으나 첫째아이를 임신했을 당시는 결혼식도 올리

78) 산부인과는 줄어들지만 불임클리닉을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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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혼식과 혼인신고도 하

지 않고 아이를 낳을 계획인가”라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계획 했어?”

라는 질문 자체가 갖는 속성 때문이다. 계획에 대한 질문은 상당부분 사적인 부분

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피임하고 있는가?”의 의미이기도 하

고, 아이에 대한 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계획에 대한 간섭으

로 읽히기 때문이었다. 

요즘엔 안부인사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분노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내 생물학적 조건과 관련해서 일, 논문, 피임, 각종 계획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애만 생

각하면 계획한다고, 노력한다고 당장 생기지도 않고.(사례 B3)

② 생물학적 몸의 경험과 해석

㉠ 태교

생물학적 출산자가 곧 좋은 어머니라는 믿음은 태교의 중요성과 함께 강하게 지

지받는다. 생물학적 출산 능력이 있으나 입양을 선택한 사례인 (사례 A4)의 경우, 

“솔직히 태교가 잘 된 아이를 선택하고 싶었다”고 했다. 

입양할 아이들의 생물학적 할아버지가 교수래. 그게 컸지. 그리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다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엔 술먹고 담배피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시설에 들어가서 낳기로 결정하고는 태교도 잘하고 잘키웠겠지 싶어서.(사례 A4) 

산모들은 태교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사회의 언설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태교의 중요성을 내면화한 여성들은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태교의 중

요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임신한 상태에서 산모가 하는 모든 것은 

태교와 연결되며 산모의 일상을 간섭하게 된다.  

 

태교 책이 너무 많더라구요. 책, 음악, 태담, 태교 여행까지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맞는 걸 찾

기가 어렵고, 태담책 하나 겨우 골라서 달랑 사왔는데 그것도 잘 읽지도 못했어요. 일상이 되

게 바쁘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 하는 거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되는데… 나같은 경우는 사무보는 일이었으니까 그나마. 하는 일이 욕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전화상담원들이나…(사례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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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때는 ‘첫째랑 잘 놀아주는게 태교다’ ‘낳고나면 질투하니까 많이 놀아줘라’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거야. 근데 이건 충실히 잘하는 사람들의 과시성이라고나 할까. 첫째랑 잘 놀아

줄 수 있는 한가한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올라오는 글들이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이런거. 과

시. 아무튼 내가 과제하느라고 영어책, 원서를 읽고 있으니까 주변의 엄마들이 애가 엄청 똑

똑할것 같다고 하고. 배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하는 일들은 다 태교와 연관되는거

지.(사례 B3)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된다하는데, 그게 더 힘들어. 내가 왜 아이를 가져가지고… (나쁜 마음

을 안 먹으려고) 그럴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안 좋다 하

고, 내가 뭐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활동에 제약을 받고 먹고 싶은 것

도 맘대로 못먹고, 스트레스 받고, 또 시부모나 친정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남편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몸관리를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을 일 투성이야. 그

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된다하고… 내가 얘 낳는 기계도 아니고(사례 B2)  

또한 태교의 중요성은 단순히 산모의 일상을 태교와 과잉 연관 짓는 것을 넘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신 중인 시기가 주로 태아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아이를 임신할 몸인 여성의 평소 

성품과 직업 등도 태교와 연결되어 언급된다는 것이다. 

예전에 어머님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 우리 손자손녀는 태교 걱정은 안 해도 되겠

다. 엄마가 맨날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태교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

어요. 예전에 어머님네 여동생, 여동생이 애들을 낳을 때 박사학위 논문 막 이런 거 막 쓰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청 똑똑하게 태어났다면서 우리 애들도 똑똑할 거야 이렇게. 

근데 안 똑똑하게 태어나면 어떡해? 태교, 똑똑하게 태어나는건가? 키우는거 아닌가? 뭘 따로 

해야하나 신경쓰이더라고 두고두고.(사례 A1) 

㉡ 모유수유

모유수유 역시도 생물학적 출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출산적 모성을 강화하

는 속성 중 하나이다. 모유가 아이의 건강에 좋다는 것은 ‘진실’이 되었다. 그러나 

모유는 10개월을 다 채운 출산자들에게 가능한 것이며, 산모의 영양상태를 비롯하

여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유모’의 존재

나 분유가 아이 건강과 성장에 좋다는 이유로 모유를 대체하기도 하였던 시절을 

상기해본다면 모유가 건강에 좋다는 관념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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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유 수유 전문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모유 수유를 하려고 생각했었던 교육의 힘, 모유 

수유 교육의 힘인 것 같아.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받고, 요즘에 일단, 인터넷에 이렇게 산모 교

실,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됐거든. 왜냐하면, 요즘에 산모는 돈이야. 애한테 요즘 엄마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니까 그 엄마들, 인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공짜로 가줘. 산모 교실. 그러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과 다양한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안내에 받으면서 다과도 즐기면서, 공짜 상품도 받으면, 이런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없

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클래스들이 요즘에 되게 많은 거지. 근데 솔직히 산모 때 할 일이 없

어. 그니까 뭐 그런 걸 찾아가서 받으면은 공짜 상품 샘플도 많이 받고, 또 애 키우는 거에 관

련된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한다 하고 뭐. 보면은 인제 그러니까 뭐, 분유 회사도 그렇고. 그

러니까 우리 회사 분유 회사는, 직접, 분유에 대한 광고는 금지돼 있잖아. 모유 수유 권장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래서 티비에 나오는 앱솔루트 이런 거는 다, 이유식 그 상품부터 나오거

든. 분유. 특히 분유 일 단계? 그 신생아 전용은, 원래 샘플도 못 주게 돼있어. 법으로. 모유 

수유, 그니까 모유 수유률이 너무 떨어져서, 애들에 대해서,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모유 

수유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하기가 힘든 거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모유 수유 어떻게 해. 거의 

못하지.(사례 B2)

모유는 아이에게 필수적인 음식이 되었고 절대화되었다.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

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되기에 이르렀다. 모유가 

아이의 건강에 좋다는 논리는 모유에 아이의 중요한 발달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보 외에 다른 이유들로 모유수유는 신비화되고 

있다. 예컨대,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천식이나 습진, 당뇨 등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이나 충치 발생이 적으며 인지 능력의 발달과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사회

성이 높다거나,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가 젖을 빨 때 반사적

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자궁을 수축시키고 산후 출혈을 줄여주며, 젖분비 호르

몬이 분비되어 배란이 억제되므로 자연 피임효과가 있고 칼로리 활용이 높아져 출

산 후 체중감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칼슘 대사를 촉진시켜 골다공증 발생이 줄어

들고,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므로 모유수유는 아기와 엄마 둘 다

를 이롭게 한다. 모든 엄마의 모유에 같은 영양분이 들어있지도, 영양분이 들어있

지 않은 모유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유는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말

해지고 있다. 또한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이 있을 정도로 모유수유 역시 과학이 되

었다.79) 또한 모유수유 강의는 출산준비교실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되며, 직장맘모

유먹이기강좌 등,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79) 맘밀크(www.mommilk.co.kr) 홈페이지 참조.



- 86 -

  

모유 수유가 좋다는 거는 너무 극명하게 제공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냔데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도 영향이 크지.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시설이 화

장실 옆에 있거나 기저귀 가는데도 그렇고, 이용할만한 모유수유실은 백화점에나 있지. 딱 하

나, 어린이 있는 데 8층에 있어서, 지하에 있으면 애 데리고 거기까지 기저귀 하나만 가려는

데, 기저귀 가는 데 있다고 해도 솔직히, 그게 되게 화장실 막, 그, 손 닦고 하는 거 옆에 그냥 

걸려 있는 거, 거기 다 애 놓기도, 기저귀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러니

까 애만 데리고 가도 거기 윗층까지 다 올라가야 되고, 모유 수유만 할래도 백화점에서 그 층

까지 다 올라가야 되고. 뭐 일반 웬만한 데는, 정말 가끔 가다 하나씩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

도 이렇게 할래면 뭐 두 시간에 가서 한 번, 두세 시간에 가서 한 번씩 짜야 되는데, 한, 보통 

한 이십 분씩 삼십 분씩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견뎌주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거의, 그러니까 

집 말고 다른 공간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많이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되게 

못 하고. 그니까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하려면 유축기, 고가의 유축기가 필요하고. 

만약에 애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니까 그게 유축기로 짜야 돼. 애가 못 받으면 유축기

로 짜서 냉동에 얼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듣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니까 교육은 되게 많이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사례 B2) 

대부분의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정보들은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 외의 다른 정보

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모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추가되는 정보들은 “힘겨운 

진통을 겪고 자기 몸도 힘든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

고 있으나 “엄마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모유수유를 할 수 있으므로 기력을 회

복하는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80)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내가 너한테 모유는 먹여주겠다. 내가 이걸, 내가 엄마로

서의 정말 좋은 걸 너한테 해주는 거다. 이래서 이제 시도는 하는데. 우리 동서 같은 경우에는 

첫째 말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애 초유만 조금 먹이고 분유 먹여도 건강하게 크더라. 그냥 

분유 먹이고 잠 편하게 자는 게 낫더라. 그니까, 모유는 소화가 빨리 돼서, 특히 신생아 때 같

은 경우에는 두 시간에 한 번씩? 근데 애가, 빠는 양이 되게 늦게 빨아서 한 쪽씩 거의 한, 이

삼십 분, 이십 분은 물리고 있어야 돼. 이삼십 분은. 그런데 두 시간에 한 번씩 삼십 분이지. 

그니까 한 시간 반, 쉬고 또 물리고, 한 시간 반 쉬고 물리고. 그니까 되게 싶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지. 

근데 인제, 그 사람들 말로는, 옛날에 분유나 젖병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빨렸으니까, 그렇

게 아예 다른 걸 안 먹이고 빨리면 오히려 잘 빨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완모 할수 있고. 

근데, 이미 뭐, 병원에서도 그렇고, 젖병도 빨고 하면 애한테, 한 번 해보면, 젖을 이제 막 열

80) 82cook.com 2013. 4. 25.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이로운 모유수유”, 출처: 강남여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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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안 빠니까, 더 자주 깨고 애는 보채고. 힘들고. 모르지 뭐. 펑펑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까

지 안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 교육이 병원에서도 그렇고 미디어 매체에서, 그니까 이 

상품을 선전하는 것처럼, 모유도 정말 좋다는 선전을 많이 듣는 거지. 꼭 해줘야, 웬만하면 해

주면 좋다는 얘기.(사례 B2)

(사례 A4)는 생물학적 출산을 하지 않아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고, (사례 B5)는 

팔삭둥이로 낳아서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고, (사례 B6)과 (사례 B4)는 모유수유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고, (사례 C4)는 분유가 모유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분유수유

를 하였다.   

내가 사실은 생물학적 엄마에게도 수녀님 통해서 초유만 어떻게 먹여주면 안될까 얘기를 했

었어. 초유만 먹이고 떼어노면 안될까. 수녀님이 안된다고. 바로 젖 말리는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초유를 빨리면 모성이 막… 샘솟으면서 되게 마음이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

고. 그래서… 모유에 되게 집착이 있었지만… 포기했지. 모유는 지금도 아쉬워. 그 당시 모유

를 먹일 수 있는 곳 내가 알았으면 젖동냥이라도 했을꺼야.(사례 A4)

모유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이 되었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

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아이의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유수유의 탓

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개인의 선택지가 아니라 모유를 먹이고 싶었으나 먹이지 

못한 (사례 A4)는 “젖동냥”이라도 하고 싶었고, 모유를 먹일 수 없었던 상황과 그

로인해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 아이들의 잦은 아픔은 “고비”로 여겨졌고, (사례 B5)

는 “미안”해 했다. 

우리 아이들이 36개월 이후에 직장보육시설에 들어갔는데 1:1 케어를 하다가 갑자기 집단생

활을 하니까 되게 많이 아팠어.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너무 힘들었어. 감기에 중이염에 도는 

병은 다 걸려가지고 오는거야. 게다가 애들이 쌍둥이잖아. 쌍둥이는 똑같이 아파. 우리 아이들

은 특히. 충치 위치도 똑같아. 정말 신기해. 하여간 너무 아프니까 내가 아이를 모유를 못먹여

서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유를 못 먹인게 되게 당시에 절실했어. 항

생제 이런거 먹이고. 내가 직장을 못 다닐 정도로 애들이 너무 아팠어. 그 고비도 어떻게 간신

히 넘겼어. 그 때도 잠깐 휴직하고 그러면서.(사례 A4)

모유를 못 먹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 젖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아예 돌지를 않는

데. 면역력 얘기는 신빙성이 있어. 맞는거 같아. 근데,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음식 이

런 거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지. 먹는거. 초유성분 들어 있는 거 이 런거. 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음식들. 봐, 건강하기만 하잖아. 지금 잘 컸으니까 그나마 그렇겠지만 OO이 어렸을 

때는 모유 못 먹인게 서글펐지. 울기도 했어. 미안해서.(사례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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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양육기

또한 한국사회에는 0-3세 유아의 양육은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력한 신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념은 정신분석학, 사회심리

학, 교육학, 의학, 보건학 등 여타의 학분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지식이다. 생

물학적 어머니 모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

고 있다. 

좀 나이가 많은 엄마, 그니까 이제 좀 모임 같은 데 보면은 인제 좀 나이가 많은 언니들이라고 

하는데,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하고 얘기를 하면 확실히 세대 차이가 느껴져. 그 언니들

은 인제, 약간 여유가 있는 집의 이제, 전업주부들인데, 나이가 뭐 사십 대 후반, 놀이 모임이

나 막 이런 데서 만났던 언니들인데, 그니까, 당연히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뭐 집이 아주, 뭐 어려워가지고 애를 못 키우지 않는 이상은 두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그 부분은 내가 제일 놀라웠던 건데, 그 모임에서, 어, 내년

에 그냥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떨까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난리가 난 거야. 직장에 안 나

가면 짤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일 년밖에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느냐, 

너무 힘들면 뭐 아줌마를 고용하든지 해서든 어쨌든 아니면 뭐 도움을 받아서라도, 애는 한 

이삼 년은 무조건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니까 경제적으로, 그니까 너무 놀란 게, 경제

적으로 힘들거나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은 돌봐야 된다는 거.(사례 B2)

요즘 드는 생각이 사실은 한명의 주양육자가 3세 이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애착이 

잘 형성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애착이 잘못 형성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3세 이전에도 어린이집 많이 보내고. 게다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자주 

바뀌거나 맡아야할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거지. 게다가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들이나 엄마나 

부모가 갖고 있는 양육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가족들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무조건 엄마가 끼고 키운게 ‘좋다’ ‘아니다’는 아닌 것 같은데.(사례 B3)

때문에 어린 아이의 육아를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닌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에서

부터 일하는 엄마를 단죄하는데 동원된다. 때문에 영유아를 시설에 맡기는 이들은 

본인이 돌보아야 할 아이를 내다 맡기는 것에 대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하기만 한다고 면죄부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에 

맡기더라도 직접 육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아

이를 맡기는 시기와 적당한 시설을 찾는 일은 초기 양육기의 아이를 키우는 이들

의 주된 고민이 되고 있다. 본인들의 상황을 아이에게 맞추거나(사례 B2)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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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 수 있는 조건에 맞게 “어린이집 학군”을 찾아 이사를 한다.81) 

근데 믿음직하지는 않지만 맡기고 싶은 마음은 한편으로 들면서도, 그것도 또 맡기는 거에 대

해서, 좀 맡겨도 되나 좀 고민도 되면서. 좀 더 힘들고 말지. 그런데 견디기는 힘들고 점점. 그

래서 우리 남편하고 내가 생각한 건, 애가, 뭐가 나쁜 걸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참아주자. 왜냐면 뭐, 나쁜 일 있으면 우리한테 이르기라도 해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

을까 라고. 그 때까지는 힘들어도 견디자 했지.(사례 B2) 

내가 7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냈어. 대학원들어오고 첫학기땐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수업가

는 날만 보내야 겠다는 생각을 했지. 근데 맡기니까 너무 좋은거야. 나도 편하고 나의 자유시

간도 생기고.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도 보고 공부하는 시간도. 게다가 어린이 집에서도 일주일

에 며칠은 별로 안 좋아해. 애도 적응을 잘 못한다고. 애기 방과후까지 보내서 6시에 오는데, 

첫주에는 다크써클이 내려오고 집에와서 밥을 먹다가 잠들고 그러는거야. 되게 미안한거야.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일찍 데리러가야겠다 생각했지. 애한테 물어봤지. “엄마가 일찍 데리러

갈까?”, “일주일에 몇 번만 갈래?” 그랬더니, 몸은 힘들지만 또래가 생기고 여기서 친구도 생

기고 그러니까 싫대. 엄마랑 놀아야 되니까. 날마다 가겠대. 싫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유치원

은 낮잠을 안재워. 예전엔 10시에 잤는데 이제 8시면 자. 오~ 아름다운 시스템. 아는 언니도 

그래. “애가 좋아해? 그럼 됐어!”라고 하더라고.(사례 B3)

(사례 B2)와 (사례 B3)는 초기 양육기에 있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아

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상황을 ‘미쳐가는 일’로 이야기 한다. 아이를 언제 맡겨야 할지에 대

해서 미안함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지만 맡기지 않고 키우는 일은 애초부터 계

획되지 않는다. 

OO이 어린이집 안 보냈으면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사례 B2)

집에서 미쳐가잖아요. 혼자서 애를 보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큰 애때 7

개월에 어린이집 보내고 너무 일찍 보내는 거 아닌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에 오면 학교에도 시어머니가 있어요. 어이가 없는거지. “애가 잘 적응을 해? 너

무 어린거 아냐” 이러면서 “세네 살까지 더 끼고 있지” 그러냐구… 근데 아는 동네 언니가 그

래. 첫째는 네다섯살에 보내고 둘째는 백일에 보냈는데, 첫째 때도 “쫌더 키우지 그래” 하는 

얘기 들었다며 언제 보내도 듣는 소리라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맘이 편해졌지.(사례 B3)

81)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계속 내가 끼고 있을게 아니면 아이 맡기기 좋게, 맡아줄 수 있는 곳, 맡길만

한 곳, 마땅한 곳을 찾아 이사를 가. 주변에 친한 언니가 있다거나 등등 이사 계획을 세우게 되더라고. 학

군처럼 어린이집 군을 찾아, 일부러. 어린이집 사건 사고도 많고 죽고… 어차피 맡길거면 내가 마음이 놓

여야 하니까 이사를 했지.(사례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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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1년 뒤에? 1년은 버틸 수 있을까? 키우다 미치지 않을까? 6개월만에 뛰쳐나오지 않

을까? 그 때 가봐야알것 같지만…(사례 B3)

매체에서 비쳐지는 헌신하는 엄마들에 대한 방송과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과 관

련한 사건과 사고들에 의해 이러한 관념은 더욱 강화된 방식의 출산적 모성에 의

한 어머니 됨을 강제하며, 생물학적 부모가, 생물학적 엄마가 담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다. 위험사회에 아이를 내다 맡길 것이 아니라 ‘끼고 키워야’한다는 것이

다.82) 

애는, 그니까 정서 발달이나 이런 데에 엄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서 발달

이나 이런 것에 아기 옆에 엄마가 있어야지, 적어도 두세 살까지는. 그게 상당히 강력하게 있

지.  그니까 애기 좀 더 더 크면이나 모를까, 그 시기에 있는 아기들한테는 특히나. 그니까 아

빠보다는, 엄마라는 존재가 옆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 시기 동안만큼은. 그래서 나중에 성

인이 돼가지고도 제대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다. 그랬을 경우에 어린 시절로 돌

아가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어쩠네 어쩠네, 이런 류의. 그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영 세부터 삼 세라는 그 시기가, 엄마라는 존재의 필요성이 아주 상징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그런 시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보면, 애를 열 달 동안 데리고 있

으면서 애가 엄마 뭐 심장 소리 이런 걸 듣고 자란다 해서 엄마가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정서적으로 애가 발달이 더 되고 이런 식

으로, 얘기를 하고, 보통 근데, 아빠가 혼자 키우는 경우에는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싱글 파

더 이런 게 돼가지고 혼자 키우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굳이 엄마가 키우지 않아도 그냥 둘 다, 관심을 갖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아무튼 여러 명이서 관심을 갖고 애를 키우면 정서 발달이나 이런 거에 전혀 지장을 주

지 않을 거 같아. 그냥, 엄마를 집에다가 삼 년 동안을 묶어 두려는, 그런 속셈이지.(사례 A1)

이렇듯 우리 사회의 0~3세 시기의 중요성은 엄마라는 존재를 아이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83) 입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82) 어린이 집이건 집에서 도우미를 쓰건 아니면 내가 키우든 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야기들 투성이

야.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이런게 좋았어, 어디를 언제 보내니 이런게 좋았어” 이런게 아니라 거기 안보내

야 하는이유를 얘기해. 그 사람 멀 믿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냐, 중국인 도우미가 애를 데리고 튀었다드라, 

어린이집, 죽었다더라, 학대한다드라. 마치 네 얘도 그 아이들 중의 한명이 될것이다는 식으로. 그래서 나

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키웠다. 어떻게 했다 이런식으로. 결국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로를 공

격하는거지.(사례 B3)

83) 임신․출산․육아 정보 등을 공유하고 양육 경험을 나누는 육아커뮤니티들과 블로그들에서도 초기양육기인 

0세에서 3세까지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어져야 하고, 그 양육의 최적의 적임자는 어

머니로 호명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난다. 한국 사회의 출산․양육 문화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초기양육기 

시기에 중점적으로 출산적 모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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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형성이 36개월까지 형성된다고 하잖아. 유아교육쪽에서 말하기를. 이 시기가 아이의 인

성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 나는 내가 굉장이 페펙트하게 육아를 하고 싶었어. 

남의 손에 어설프게 맡기지 않고. 그래서 하루라도 인성형성에 중요한 순간이 흘러 가는게 싫

었던 거지.(사례 A4)

그리고 당연히 내새낀데, 배속에서부터 그게 없는게 안타깝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순간

순간을 내가 가지고 싶었어. 내가 다 알고 싶었어. 그래서 생물학적 엄마가 가지고 있던 초음

파 사진이랑 다 받았거든. 태어나자 마자 발도장 이런거. 내가 키우면서는 그 순간 순간을 다 

기록하고 발도장도 내가 만들고. 내새낀데, 당연히 다 하고싶었지.(사례 A4)

요컨대 출산과 결부된 속성의 변화는 출산자 어머니에 대한 의미의 변화와 태

교, 모유수유, 초기 양육기 아이의 양육과 같은 생물학적 출산자 어머니가 해야하

는 일련의 속성들에 대해 다른 사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의 변화이다. 

 

2. 모성의 생물학적 기반 약화

임신·출산·수유한 몸의 경험은 출산적 모성을 인식하는데 핵심이다. 그러나 면

접사례들은  출산적 모성경험을 “지우거나”, 탈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임신, 출산한 ‘몸’의 흔적 지우기를 통해 임신 전의 몸으로 되돌리려는 노

력이 이루어지며, 임신 전 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

러한 출산적 모성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었던 출산이라는 몸의 경험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출산 경험 자체에 의미부여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출산이후 변화된 

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임산부의 날을 지정하고, 대중교통에 임산부를 위한 좌석을 마

련하고 “외형적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임산부를 위해서도 자리를 비워두거나 양

보해야 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온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들이다. 그

러나 (사례 B5)는 뚱뚱해서 임산부인줄 알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싫어졌고, (사

례 B2)는 임산부로 가시화 되는 게 활동의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

과 시선을 준다고 한다. 

만삭되기 전에는 별로 티도 안나고… 그래도 그 시기는 힘드니까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지. 딱 

한번 있나? 대부분 택시를 타거나 장거리 이동을 안 하거나 남편이 운전해주거나 해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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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 내가 내 몸이 싫거든. 게다가 사람들이 불필요한 말을 걸어. 몇 개

월이냐. 몇 째냐. 같은 임산부가 물어보면 서로 얘기도 하고 그나마 괜찮지. 아줌마들, 할머니

들 특히. “엄마 닮아서 길쭉한 아이 나오겠다” 이러면서. 남편 닮으면 어쩔껀데. 그리고 술집

도 못가. 밤 늦게 돌아다니면 이 상하게 봐. 물론 할 꺼 다 했지만. 시선이 그렇다고.(사례 B2)

결국 임산부로 가시화되는 몸은 당사자들에게는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몸

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계층을 짐작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을 하

고, 아이를 주렁주렁 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측은해하고, 불쌍해하면서. 축복해주고, 우대해주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기사

가 모시고 다닐 수도 있고, 카시트에 애들 실어 나르지.(사례 B2)   

또한 매력적인 몸이 ‘S라인’이라면 임신한 몸은 ‘D라인’이다. ‘어머니’라는 존재

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듯이 임신한 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

인”이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실제 임신한 상태의 몸을 아름다움으로 체감한 사례

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본인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미워졌는지”(사례 B1)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술책일 뿐 실제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출산

장려 광고는 임신한 몸도 S라인으로 호명한다.84) 아래의 행복한 S라인은 “뱃속의 

아기 숨결이 아내에게 S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며 남편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아가야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줘서 고맙다”라며 임신한 여성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이

며, 자녀의 직접 출산을 통해 부모 됨이 완성되는 가정을 정상화, 건강 가족화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의 편견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

황에서 임신한 여성의 몸을 미화하는 것은 여성을 모성의 존재로만 환원시키고, 여

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사유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84) <그림 18> 행복한 S라인

  행복한 S라인

  뱃속의 아기 숨결이 아내에게 S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가야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줘서 고맙다."  

출처: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년 보건복지부 광고 공모전 장려상)



- 93 -

모유수유한 가슴 역시도 출산한 몸의 기억을 지워야 하는 소재가 된다. ‘아이의 

건강에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습득한 엄마들은 모유수유 자

체를 처음부터 거부하진 않는다.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화센터에 아이들을 보내고 다른 층으로 쇼핑을 가나봐. 엄마들 

한 무리가 가슴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슴이 자신감인데 모유수유하고 났더니 쪼그라들어서 뭐 

좀 넣어야 겠다’며.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이 자기도 그렇데. 어디 좋은데 있는지 알아보자며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더라고.(사례 C3)

제일 웃겼던 게, 모유 수유 강의하면서 애한테 얼마나 좋은지를 한 다음에, 운동을 엄청 많이 

뛰어도 복부 지방이 잘 안 빠지는데 모유 수유를 하면은 복부 지방이 빠져. 근데 문제는,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확 는단 말이지. 게다가 모유 수유를 하면은 가슴이 망가져. 가슴이 확 쪼

그라 들어. 모유 수유하고 나서, 약간 탱탱함이 없어진 가슴은 정 그러면 성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가슴이 자신감이라. 나도 남편이 모유 수유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었어. 뭐 어디서 들

은 얘기로 하길래 내가 그랬지. 근데 모유 수유를 하면은 가슴이 없어진다더라. 안 그래도 없

는데. 그럼 내가 완전 절벽이 되면 나 수술을 시켜줄 거냐. 아, 그렇게 안 될 거래. 정말 내가 

보기 싫을 정도로 없어지면 나는 수술을 시켜주라 해야지 하겠다. 그럼 난 하겠다. 나는, 그냥 

속된 말로, 그 절벽에 건포도에 되느니 나는 안 하겠다, 모유 수유를.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

니까, 확실히 조금 쳐지기도 하고, 가슴도 좀 더 작아지는 건 분명한 거 같애. 그리고 젖꼭지

도 까매져가지고 보기 싫어지고. 이제 좀 불만족스러워, 그런 부분이.(사례 B2)

 

근데,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줬는데 보니까 가슴이 큰 엄마들은 

더 많이 쳐진다 그러더라고. 그니까 이게, 많이 부풀어서, 줄기는 좀 이렇게 줄어들면 적당한 

크기가 될지는 모르는데, 쳐지는 거는 모양이 좀 그런 게 있고. 작은 가슴은 이제 덜 쳐지는 

대신에 인제 더 납작해지고. 근데, 작은 가슴은 모유 수유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아무도 나한

테 안 알려줬어. 내가 보니까, 막 어깨가 결리고 엄청 아팠는데, 백화점에서 보니까 가슴이 큰 

아줌마는, 되게 편안한 자세로 애를 물리더라고. 그래서 외국이 모유 수유율이 높은 거 같애. 

가슴이 크면 이렇게 쿠션을 딱 놓고 애를 눕히면 가슴에 애가 내 젖꼭지에 애 입이 딱 이렇게 

닿는 거야. 나는 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한테 딱 대야지만 닿는 거야. 이렇게 쿠션을 다 쑤

셔놓고. 그래서 내가 딱 그때 보고 느낀 게, 아, 가슴이 커서 이렇게 애가 딱 놔도 그냥 딱 엎

어놔도, 이렇게 쪽쪽쪽 하는 위치가 되면, 모유 수유율이 높아지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사례 

B2)

또한 모유수유는 가슴과 관련한 이야기 일뿐 아니라 몸과 관련한 이야기가 된

다. 따라서 요즘 엄마들은 모유수유를 고려할 때도, ‘살이 빠지는 효과’에 더 천착

하여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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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도 뱃살이 빠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도 한다는 엄마도 많아. 그 후에, 그러니까 모유 수

유를 끊은 후에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면 그게 유지가 된다고. 미용에 좋다. 모유 수유가 미용

에 좋다도 요즘에는 큰 이슈 중에 하나야. 왜냐면 뱃살, 배 지방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하니까 

진짜 뱃살이 빠지더라고. 왜냐면 애 모유에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방을 

조달하기 위해서 배나 이런 데 늘어난 데, 그니까, 임신을 해서 여기가 더 살이 찌는 이유가 

그걸 대비해서 몸이 지방을 전부 다 축적을 하는 거 같애. 그래서 그게 근데 운동도 안 하고 

빠지는 거는, 모유 수유를 하면은 이렇게 쪽쪽 빠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되게 현명하게, 모유 수유 강의에선 항상 그것도 얘기를 해죠. 엄마들, 

운동을 뭐, 몇 킬로를 뛰면 지방이 얼마가 빠지는에 애가 먹으면 하루에 몇 칼로리가 지방이 

나간다. 근데 해보니까 진짜로 나간 애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그걸 유지하면서 뭐 식욕을 조

절하면서 운동을 해주면 분명히, 그래서 요즘 늘씬한 엄마들이 많나? 그니까 그런, 그리고 식

사 조절도 엄마들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모유 잘 나오게 하려고 엄청 먹어댔는데 요

즘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안 먹거든. 자기 살찌는 거 싫으니까. 저는 육아 스트레스로 단 걸 너

무 많이 먹어서 다시 뻥튀기가 됐어요.(사례 B2)

그리고 소위 이쁜이 수술이라고 알려진 질, 소음순, 대음순 성형을 비롯, 임신 

출산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살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제왕절개를 

처음부터 기획하는 사람은 없으며, 몸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즐비하

다. 또한 변화된 몸을 지우는 노력뿐만 아니라 성적 만족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도 이루어진다.

임신, 출산한 ‘몸’ 지우기가 생물학적 몸을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 ‘되돌

아가기’ 전략은 되돌린 몸의 의미가 임신 전 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 위한 전략

인 셈이다. 실상은 임신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다. 되돌아가기는 남편의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일을 찾

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연예인들의 출산 후 컴백, 언제 임신하고 출산을 했었나 할 

정도의 산후조리, 몸매관리, 성형을 거친 본업으로의 복귀 붐은 아줌마 되지 않기

를 독려하며, 이 사회의 아줌마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임신을 경험한 

몸과 출산을 경험한 몸을 지우는 방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이러한 관념

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오래 전 초기양육기 시절을 보낸 (사

례 B5)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라지는 아줌마 중의 한명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임신

과 출산을 한 티’가 안나는 것에 짜증을 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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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애 낳고 돌아와서 애 안 낳은 역할, 결혼도 안한 역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몸이 

별 노력 없이도 관리되는 것처럼 이야기 할 때, 짜증이 나. 누구는 노력을 해도 안되는데. 실

제로 노력을 많이 했으면 했다고 하면 안되나? 그리고 산후조리할 때나 그 이후라도, 아이 봐

주는 사람이 다 있겠지. 우리처럼 내 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아이를 돌봐야 되면 힘들지. 그 

시기가 쭈욱 이어지는데, 갓난쟁이면 갓난쟁이인대로, 크면 큰대로 계속해서…문제는 나도 관

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때 찐 살이 지금도 안 빠져. 그 때는 지금처럼 산후조리원도 많지 않

았고,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되게 쉬운일처럼 이야기한다든지, 나처럼 뚱뚱한 사람을 몸관리 

안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게 화가나. 아줌마면 아줌마 같아야 되는데 아줌마가 없어. 요

새는. 한번은 OO이랑 동생이랑 어딜 갔는데, OO이가 빼빼하니까 동생보고 엄마냐 그러는거

야. 왜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요즘 엄마들이 다 엄마들 같지 않아서… 애기 난 티가 안나니까.

(사례 B5) 

반면 현재 초기 양육기에 있는, 임신, 출산의 경험이 오래지 않은 (사례 B2)의 

경우는 아기가 백일이 지나고부터는 PT(personal trainer)를 두어 몸매관리를 하

고 있고, 도자기피부로 되돌리는 피부시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식단조절과 헬

스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사례 B2)는 자기에 대한 투자, 임신기간 동안의 보상, 남

편으로부터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로 사유한다. (사례 A2)는 출산 이후 자기관

리를 소홀히 하거나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 태도에 대해 “안타깝

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주변의 조언이 가해지고 자기 투자를 하라는 독려가 

이루어기도 하는데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보다는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

는 것이라 하였다.  

스타일이나 이런것들… 자기꺼는 구제나 중고상품, 재활용, 이런데서 구입하더라고. 간혹 아

이한테도 그런걸 사주기도 하지만 아이에게는 더 좋은 것을 사주려고 하더라고. 그런거 보면

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헤어스타일이나… “넌 이런거 입으면… 이런 스타일이 

참 잘 어울리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놓고 

“좀 예쁘게좀 하고다녀~” 막 이러고. 그 친구의 결혼한 엄마로서의 모습보다는 자기를 찾는 

모습,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아.(사례 A2)

요즘 아이들은 자기엄마가 ‘아줌마’티가 나면 창피해 하기도 한단다. 되돌아가

지 않는 엄마, 날씬하고 예쁘지 않은 엄마는 아이들에게도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자극을 받아 자기관리에 나서기도 한다. 

내 조카도 어릴 때 보니까, 자기 친구들 있을 때, 나를 엄마처럼 부르고 싶어하더라고. 한번 

나를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 친구들 앞에서. 그니까 자기엄마보다도 내가 더 젊고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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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사람들한테 엄마로 가시화하고 싶은거지.(사례 A2)

아이들이 날씬하고 예쁜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안그러면 챙피해 하는 분위기… 엄

마들도 자극을 받는 것 같아.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아이

가 있는 경우, 특히 ‘나는 너무 뚱뚱해’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해.(사례 A2)

되돌아가기 전략은 (사례 B7)이 말한 “나를 찾기”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 있다. 

(사례 B7)은 둘 딸이 장성한 이후 재혼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했다. 이는 선포에 가까웠다. 가족 안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찾는 삶을 시작하고 있다.85) (사례 B7)이 가족을 중심으로 되돌아가기를 

취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례들의 되돌아가기 전략은 출산을 중심에 두고 출산직후

부터 출산 전으로 몸 되돌리기가 시작된다. (사례 B2)도 몸무게를 임신 전으로 되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모유수유”를 택했고, 아이가 돌을 지나고 부터는 헬스트레

이닝을 받고 있고, (사례 B5)의 경우 역시 출산직후부터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여유가 없었고, 아이가 학령기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계속 몸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기 스스로 살을 빼야할 이유는 없지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아들을 

위해 살을 빼려 에어로빅과 헬스를 해 오고 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 역시도 아이

와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함을 차지한다. (사례 B2)가 이야기하듯이 되돌아가기 전

략은 몸을 출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로 되돌아가기 위한 준비이

기도 하다.

몸 관리도 당연히 해야지. 그니까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로의 복귀? 솔직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지.(사례 B2)

제2절 출산적 모성의 자원화

출산에 대한 관념은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대를 잇기 위함’이거나 ‘결혼했으니 

낳아야지’, 또는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궁금하다’류의 인식이 출

산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면접 사례들은 출산을 ‘능력’으로 의미화 하는 것

85) 30세인 첫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첩장에 누구를 올려야 할지가 고민이다. 재혼으로 새

로운 아들이 생겼으나 이 아들은 (사례 B7)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다. 재혼한지 5년

차 이지만 이 아들 역시도 장성하여 따로 살고 있기 때문인지 아들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 법적

인 절차상의 이혼과 재혼의 의미는 현실세계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자녀의 

혼인 등 제도적 규범이 작동하는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사례 B7)의 “나를 찾기”위한 여정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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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협상과 거래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출산적 모성을 소비할 자원

이 구축되어야만 실천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점에서 출산적 모성의 자원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1. 협상자원으로서의 출산

이재경(2003)은 한국사회의 ‘자녀중심성’은 근대핵가족의 주요한 특성인 ‘부부

중심성’을 발현시키기 어렵게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핵가족에는 

부부중심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의 변화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내 자녀는 필수적이며, 자녀를 통해 가족이 유지, 강화된다는 신념

은 강하다. 그러나 다양해진 가족구성 행위와 개인화는 ‘부부관계의 역학’과 ‘자녀

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부부중심성’을 발현시키기도 하였고, 자녀가 초기 양육기라도 부

부중심성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스스로를 무자녀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례 

A2)는 남편과 합의하에 자녀 없이 둘만의 생활을 하기로 하였다. 부부관계의 역학

과 자녀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남편도 첨에는 좋다고 했었는데 결혼 5년차 6년차쯤 되니까 생각이 살짝 바뀌더라고. 자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나한테 된통 깨졌지. 주변에서, 시댁,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더 늦기 전에 낳으라는 거지. 근데 나는 한 번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도 없고, 

아이가 있는 삶을, 생각도, 그냥 싫어. 난 애들을 싫어해.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자기가 애 낳

기 싫다고 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고. 각자 자기 집 맡기로 했어.(사례 A2) 

부부관계의 역학과 자녀관의 변화가 발견되지만 독특한 것은 A와 B그룹 사례

들 중 다수에게서 부부중심성에 대한 열망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A와 B그룹은 생

물학적 출산경험 유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A 그룹이 ‘낳을 계획이 있지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니 안생기면 둘이 살고’(사례 A1, A3, A4)라면 B 그룹은 ‘둘이만 즐겁

게 살기로 했는데 어찌하다보니 애를 갖게 되었다’이다(사례 B1, B2, B5). 또 초기 

양육기 아이를 둔 (사례 B2)는 “지금도 피곤하지만 않으면 남편이랑 알콩달콩 둘

만의 시간을 보내지~ OO이 좀더 크면 육체적으로도 덜 힘드니까 아무래도[자유로

워지겠지]”라며 한시적으로 아이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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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당연하지. 애가 지금은 어리니까. 그니까, 남편 같은 경우도, 

시부모님 들으면 좀 화 나실 수도 있지만, 애가 태어나서도 너무 당연하게, 언제, 시댁에 맡기

고 둘이 영화라도 보러 가자, 그러니까 둘이 영화도 보고 한 번씩 데이트도 해야 되는 거지. 

애가 있어도.(사례 B2) 

(사례 B2)처럼 현재 아이 중심의 생활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의 부부관계는 아이를 키우기 이전과 달라질 바가 없으며, 오히려 아이가 중심

이 되어 부부 간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있음을 의

미한다. 

아직 어린 시절이기는 해도. 지금 당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더 

크면 인제 뭐 하루도 재우고. 뭐 어찌 됐든 주말에는 뭐 누가 뭐래도 보내고 이럴 생각도 있

고. 그러니까 둘이 데이트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관계에서. 그리고 당연히 

뭐 삼사십 대, 오십 대 이렇게 가면서도, 둘의 관계, 둘의 여가 생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

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인 거

지. 나는 그, 막, 애만 키워놓고 나중에 막, 다시 뭐 형제처럼 지내고 이런 부부는 절대 싫거

든. 형제처럼 뭐, 섹스리스도 그냥 서로 무슨 형제같이 서로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나 조

금 나누든가, 이렇게 러블리한 눈빛은 서로 없는, 그니까 애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야 이런 수준으로 사는 삶? 나는 그런 거는, 그런 삶은, 그렇게 살려면 그냥 애는 애대로 키우

고 이혼해야지. 왜 살겠어. 둘이 여전히 사랑하고 둘이, 어느 정도 스킨십도 있고, 서로 뭐, 애

가 있어도 서로 뭐, 어떤 기념일도 조금은 챙겨주고. 그니까, 나는 둘이 뭐 결혼 십 주년 되면

은 웨딩 포토도 다시 한 번 찍어보고 싶고, 둘이 여행도 가고 싶고.(사례 B2)

또한 위의 B그룹 사례들의 ‘어찌하다보니 애를 갖게 되었다’의 의미는 주변과 

친족의 개입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본인과 남편의 마음이 기운 경

우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 사례

들에서 나타나는 부부중심성에 대한 열망은 자녀의 수를 최소화하거나 자녀 출산

을 하지 않는 부부들을 이해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출산을 개인이 의미부여

한 목적을 갖고 행하기도 하지만 출산을 개인이 의미부여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례 A3)는 출산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간섭

이 가능해진 공공연한 것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출산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으로 체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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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친한 아주머니들이 “뭐, 결혼을 하냐, 살아보니 피곤하다.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결혼해보니 그런 말들이 와 닿긴 하더라고. 여튼 결

혼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하고싶은 사람은 하는거고, 낳고 싶은 사람은 낳는거고. 그건 선택

의 문제지.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콩놔라 팥놔라’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간섭을 해. 그냥 놔두지. 나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무슨 애를 낳으려고 하냐, 그냥 둘

이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 근데 굉장히 폭력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거야.(사례 

A3)

출산은 협상의 사안이거나 만족스러운 협상결과를 이끌기 위해 요구조건이 거

래되기도 한다.  출산 행위는 거래되고 있다. 기출산자와 출산예정자들에게 있어서 

지불과 보상체계를 갖는 거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례 A1)의 “내가 

아이를 낳으면 뭐 해 줄 껀데?”처럼 출산을 이유로 ‘거래’라 이름 붙이진 않지만 

모종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이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며 살자해놓고, (둘 사이의 아이가)궁금하지 않냐고 

구슬려서 낳게 했으니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다 대고, 책임져야지. 손에 물한방울 안묻히게 

해준다 했으니, 난 허리에 끈 달아서 일하러 보내면 돼.(사례 B5)

아이 생기면 갤 탭 사주기로 했는데, 어차피 그 때 사줄거 지금 사주는 거래. 완전 좋아. 그리

구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딸을 더 원하시는데, 딸부터 낳으면 집도 준데. 맘대로 안 되니 그

냥 바램이신거지. 아들이든 딸이든 둘 낳으려고.(사례 A1) 

부부가 억대 연봉자였던 (사례 B2)는 출산 이후의 양육방식에 대해서도 모종의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편과 차이가 없었던 관계에서, 10개

월이라는 임신의 기간과 출산이라는 고통, 그리고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몸의 상

태 등은 여성에게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당연히 둘이 함께 책임이 있지. 그리구 나는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서 죽을 뻔

했지, 산후조리원이랑 다 좋은데 보내주고 얼굴도 도자기피부 박피 한번 하고, 애 낳기 전에

는 모유수유하면 가슴 망가진다고 성형도 할려면 하라고 했었는데. 암튼 또 지금은 한 3년은 

OO이 보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500씩 내 통장으로 들어와. 인센티브는 따로 모아두는 통장

이 있고. 남편이 집에 오면 그래. ‘OO이 보느라 힘들었지? 좀 쉬어’. 귀염둥이녀석. 요즘 남자

들도 많이 변해서. 남편 회사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 다른 집들도 다 그러는거 아냐? 암튼그리

구 자기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껄. 요즘엔 뭐 사는거 재미 붙여서 나보다 더

해.(사례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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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출산은 키우는 재미, 자녀에 대한 투사 등 자녀를 낳고 기름으로서의 만

족감과 관계가 있었던 반면 현재에 와서 출산의 보상체계는 금전적인 보상이 추가

되는 방식으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사례 A3)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의 보상

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남편이 장남도 아니고, 큰아들네 한테 아들이 둘 있어. 심지어 시어머니도 그냥 너네 둘이서 

잘 살아라 그래. 근데 뿌린게 얼마야. 다른 아이들. 굳이 남의 아이가 아니라 해도 친척들, 친

구의 아아이들… 받아야지. 무시할 수 없어. 금전적인 의미, 없다고 말 못해.(사례 A3)

아이를 낳는 일은 득과 실을 따지는 일이 되었다. 일과 출산, 양육 사이의 갈등

의 지점에서도 득실이 고려되며, 아이를 원하는 이가 가진 요구에 부응하는 대가로

서 사고되기도 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의 특권화 된 경험자

원이 되기도 한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한 (사례 A2)의 

새언니는 10살 터울이 나는 아들을 출산하였다. 자녀관은 물론, 아이의 의미가 달

라지고 있다.  

첫째 조카 낳고, 아버지가 하도 아들, 아들, 하셔서. 아들 안 낳으면 재산, 얼마나 있는진 모르

겠지만, 사회에 환원한다고, 중간에 낙태도 했을걸. 아들 낳으려고. 결국 10년차 되는 둘째, 

아들, 낳았잖아.(사례 A2)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많은 결혼해서 아이 낳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듯이 둘[부부]

의 관계와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 막말로 피한방울 안섞인 거잖아. 남편하고는. 남이라는 생각

이 들때가 있더라구. 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둘 사이의 관계의 불안정함이 있더라구. 그

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균형점이 아이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가?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인거 같아. 부부사이의 균형점의 기능도 하고, 경험을 통

해 나를 성장시켜주는 존재로.(사례 A3)

(사례 A3)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가 있는 삶을 늘 꿈꿔왔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우선순위에 배치되지 않아왔다. 또한 

“계획”과 “시간”이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사례 A3)의 경우처럼 “현명

하게” 아이 키우는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자유시간, 즉 아이로부터 자유

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 계획을 잘 세우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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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며 사는 삶은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 조율해야할 일들도 많아질

것이고. 지금은 아이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는 상황이지. 집에 들어가는 시간 

등. 자유롭게. 애가 있으면 누가 봐주거나 해도 자유롭지 못할꺼아냐. 하는 일도 그렇고 양육

도 그렇고… 내가 내 성격을 아는데 나는 집에 붙어있지는 않을꺼야. 애가 있어도. 아직은 낳

질 않았으니 구체적인 양육계획이 선것은 아니지만 우선 낳고, 낳고 나서 그 때 상황에 맞추

어 계획을 세워야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시간낭비야. 주변에서 보긴 했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뿐.(사례 A3)

엄마라는 지위를 갖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엄마일 외 다른 일을 할 때, 저평가

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엄마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혐의와 통념

적인 사회의 시선이 존재하기도 한다. 

애 엄마들은 사실 공으로 월급 먹는 사람처럼 취급되기도 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해. 아이디어 못내는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애 엄마면 프로페셔날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 애가 있는 사람이 못하는건 되게 부각되고 가시화되지. 게다가 애엄마 신분이야. 일을 

해. 근데 왠지 아이 생각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꺼다 이런 혐의를 갖고 있지.(사례 B3)

우리 팀장이 책상에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고 일을 해.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해. 쫌 이상해. 의사소통 방식이나 회의할 때 이럴 때. 불필요하게 애 이야기를 해대. 애가 

중요해서 그런가 싶다가도 그러면 일을 하질 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애 아프다고 반

차 쓰고 자기가 팀장이니까 그런지 우리한텐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자기는 은근슬쩍 안올리고.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 팀으로 팀장으로 온건데. 아니야. 내가 너무 

폄하하는거 아닌가 싶다가도 그 문제가 아냐. 내가 보기엔 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 

보면, 사람들이 용인해 줄줄 아는 모양이야.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는데.(사례 D3)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책잡히는 경우가 많지. 완벽한 엄마거나 완벽한 직장인 

둘중 하나여야하는거야. 왜, 여자들이 한 직장에서 육아 휴직 두 번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시

선이 더 심하다고 하잖아. 그만 두는 씨즌은 둘째를 낳는 씨즌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아예 분리된 공간을 가거나. 예를 들어 키즈카페나 키즈레스토랑을 가야지 커피숍에 애

를 데리고 왔어, 유모차를 끌고 왔어. 그러면 이런 혐의들이 작동하지. 사회의 시선으로 이 엄

마들을 해석을 해. 바라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를 방임한다, 스마트

폰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둥.(사례 B3)

한국사회는 출산에 대해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출산의 사회․경제적 준

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출산을 하지 않아야 함을 내면화하게 한다. (사례 B3)

는 국가의 출산정책과 현재 존재하는 사회의 시선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체감하

고 있는 예이다. 



- 102 -

한번은 임산부가 지하철을 탔는데 할아버지가 자리 비켜주기 싫어서 “차도 없으면서 무슨 애

를 나” 이러는거야.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되지 않으면 안 낳아야 돼. 애기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애기를 

많이 나. 그러면 무책임하다고 하잖아.(사례 B3)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아기가 카시트가 없어서 튕겨나가서 죽은 사례가 있었던 거지. 다 아

기를 안고 있던 엄마를 비난했어. 카시트도 없이 애를 태웠다고. 그렇게 치면 버스나 택시도 

카시트를 비치해 둬야 하는거 아냐? 사회적 시선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애만 보라는 얘기야.(사례 B3)

출산이라는 것, 아이를 낳는다는것은 사적 경험들인데, 국가가 간섭을 하는거지. 공적 개입을 

하는거지. 개인들이 가지는 부담, 압박, 이런 사적 경험들은 공론화되지 않고, 출산율만, 낳아

라고만, 출산장려금을 준다, 보육료를 지원해준다, 정책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것만. 그게 

정작 힘든게 아니지. 일상에서 숱한 비난들은 당연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런 비난들은 일상화

되어 있어. 사소한 경험들, 걸핏하면 가십이 되고. 귀를 닫는 것 밖에 없어. 아니면 안 낳거

나.(사례 B3)

또한 어린 아이들은 동반하는 경우, 통제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

은 다반사이다. 그러나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사람이 엄마인 경우, 항상 합

리적 판단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진상’, ‘민폐’, ‘이기적’, ‘개념 상실’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망원동 스타벅스 진상맘 사건이라고 있어. 신문에도 났어. 젖먹이 애를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모유수유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스텝 방에 들어가서 하겠다 했더니 아니다 못쓴

다, 거기는 직원전용이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수유해라 이렇게 된거야. 그랬더니 이 엄마

가 항의글을 올렸어. 우리 애가 왜 화장실에서 수유를 해야하냐. 근데, 거기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왜 스타벅스를 가냐, 커피숍에 애기를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된거야. 그 공간이 애 엄마

가 오는게 맞냐, 이런. 수유시설이 있는 곳을 갈것이지. 엄마들 너무 많이 배려해주니까 애낳

는게 유세냐, 개념이 없어졌다 이런. 애 있는 엄마들은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지.(사례 B3)

(사례 B3)는 사회가 엄마들을 보는 시선의 “폭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말하였다. 엄마인 자신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이 사회를 보았을 때, “만약의 사태

까지도 대비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보겠구나, 민폐를 끼친다고, 진상이라고 보겠

구나”를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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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적 모성의 상품화와 소비 가능한 자원의 확보

출산적 모성은 임신-출산의 전후를 포함, 전 과정에 걸쳐 아이를 갖고 출산한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아이에 대해 갖게 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과정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모성을 출산적 모성이라 할 

때, 출산적 모성, 즉 임신-출산의 전 과정은 의료화(medicalization)86) 되었고, 출

산적 모성은 자본화 되었다. 전적으로 의료기술에 의존하게 됨을 통해 몸의 경험이 

객체화되고 병리화 되며, 임신한 몸, 출산하는 몸, 조리하는 몸은 의료 권력의 소비

자가 되었다.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하는 일련의 일들과87), 아이의 탄생을 기록하

는 상품들이88) 상용화되고 있다. 자본화된 출산적 모성을 소비할 자원이 구축되어

야만 실천 가능한 일이 되었다.  

출산적 모성은 오랫동안 신비함의 영역이었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신비

함과 양육의 과정에서 발휘하게 되는 초인적인 모습들, 그리고 본능적인 부분들에 

의해 신비함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아이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생물

학적 출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않고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현실은 모성의 

신비를 탈각시킨다. 또한 임신․출산의 과정이 시각화 되어 신비한 경험은 의료과학

의 힘으로 정보화되며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다. 모성의 신비는 신

비로움을 뒷받침하던 몇몇 가정들이 반박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 

신경아(1997)의 30대 주부의 모성 연구에서는 출산경험에 큰 의미를 부여 하며 

출산시의 기억을 비교적 생생하게 하거나 출산의 고통을 창조를 위한 아픔으로 해

석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신비함, 출산경험의 

경이로움은 본 면접사례에서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그러한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서사가 등장하였고, 자신이 이상한 존재인가를 자문하

였다. 생물학적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B그룹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출산의 고통을 

86) ‘의료화’는 과거 의학적 문제로 접근되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의료적 전문 기술을 적용시키는 경향으로 이 

과정은 정상적 삶의 제 측면들을 의료문제로 만들거나 의학적으로 재정의한다(Nettlton, 1997). 여기에서

는 임신-출산의 전 과정이 의학의 영역에 포함되어 의료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적 정보에 의존하여 임신-출산 경험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된 것을 의미한다. 

87) 임신 전 예방접종, 임신 기간 중 각종 진단과 검사, 태교, 초음파 동영상, 정기 검진, 만삭사진 찍기 등 

이다. 또한 임신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교실, 그리고 각종 출산육아박람회와 같이 예비 산모와 산모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은 다양해지고 있다. 

88) 출산과정을 녹화한 CD, 탯줄 도장, 태모 필, 손발 조형, 배내저고리 액자와 같은 상품들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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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를 위한 아픔’으로 미화하는 경우도 전무했다. 오히려 “고통 그 자체”(사례 

B2)이거나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사례 B4), ‘죽다 산 경험’(사례 B5), “그냥 

낳은”(사례 B6)경험이었다. 첫 번째 면접 시 임신 8개월이었던 (사례 B1)은 오래

도록 일본식 주점을 운영해 온 터라 스스로 임신하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은 것을 우려해 임신 기간 동안 정상적인 아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많은 걱정

을 하고 있었다. 임신 중에는 정상적인 아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노심초사”(사

례 B2)하게 되고 “괴상”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며(사례 B1) 출산은 ‘고통 그 자

체’가 되기도 하였다.   

8개월째 되니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양수가 적네 어쩌네 하더니 배가 확 나오드라구요. 

갑자기 몸도 물먹은 솜뭉치같이 무겁고. 유난히. 어떻게 이렇게 하루사이에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괴상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초음파하고 

이것저것 검진하고 그러더니 딱 그러는거에요. 그런건 아무문제 아니니까 정해진 날에 오라는 

거에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비정상적인거 같은? 아무튼 그냥 초음파만 한 번 더 보

고 온셈이죠. (사례 B1)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의 경험은 의료기술에 의해 생산된 시각이미지와 정보

에, 그리고 의료 지식에 의존하게 되고 병리화 되고 도구로 전락한 존재로 소외노

동을 하게 된다. 몸의 경험과 체험은 더 이상 신비롭고 경이롭게 체감되지 않으며 

다만 설명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은 괴상함으로 여겨질 뿐이다. 임신․출산

의 과정은 의료화되었다. 초음파이미지에 의해 시각화, 디지털화 되었다. 면접 당

시 임신 중이었던 (사례 B3)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요즘은 스마트 폰을 통해 “달랑 

사진 한 장 이런게 아니라 자신의 초음파 영상을 수시로 볼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자신의 느낌은 의료기술을 통해서만 보이는 이

미지에 의해 분리된다. 시각화된 이미지를 설명하는 의사와 의사가 보여주는 이미

지를 보며 설명을 듣는 ‘나’는 주객이 전도되어 내가 아이를 갖고 있으나 의사가 

아이를 더 잘 알고 있으며, 전문적인 설명은 아이의 존재는 내 안에 있게 하지 않

고 분리시킨다. 

참 신기한 건 출산 후에도 그다지 감동스러운 연출이 되지 않았다. 어, 이상하다. TV같은데서 

보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스러워 하던데, 난 왜 이러지? 나는 오히

려 서먹서먹한 감정이 앞섰다. 뱃속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할까? 누가 보

면 낳고 싶지 않은 아기를 낳았다고 오해를 했을지도 모른다. 어, 내 모성애가 고장났나? 내 

감정은 왜 뜨겁지 않은 거지? 뭔가 뭉클하고 눈물도 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 그때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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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 모성애를 전격 의심(?)하기 시작했다.(김연희의 태평 육아, 2012. 2. 10. 모성애가 수상

해 中)89)

출산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경이로워야할 생명 탄생의 신비한 장면이 본인의 경

험에서 연출되지 않음을 경험한다. ‘남들이 다 느끼는 것은 본인만 느끼지 않는 것

일까’하는 생각은 (사례 B2)의 경우처럼 자기 정당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남들은 아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와 이렇게 이쁜 아이가 태어나다니 놀라워라 그런다 하

는데 난 죽다 살았어. 그냥 한 껀 했다 정도? 마쳤다? 둘째를 날 일은 없지만 두 번째는 좀 다

르려나?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사실. 

나만 이상한 사람 되면 안되니까(사례 B2)

아기를 낳는 순간, 덤덤했다. 처음에 든 생각은 ‘아 이제 끝났구나’, 그 다름은 ‘후~, 시원하다’ 

글게 다였다. 옆에 분만을 도왔던 남편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갑자기 진통이 진행되는 바람에 받아만 놓고 못 먹게 된 아침 밥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가야… ㅋ) 그리고 밤새 진통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스르르 잠이 오기까지 

했다.(김연희의 태평 육아, 2012. 2. 10. 모성애가 수상해 中)

또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탄생하는 장면의 경이로움 대신 고통을 

극대화한 서사 역시도 등장하였다. 다른 사례들 역시도 출산의 과정이 ‘고통 그 자

체’임을 말하기도 하였지만 (사례 B4)의 경우처럼 모든 느낌을 고통스러움이 압도

할 정도는 아니었다. (사례 B4)는 “죽을 뻔”한 경험으로 출산의 신비함을 대체하였

다. 

내가 원래 아픈 걸 싫어하긴 한데, 난 내가 죽었나 살았나가 궁금했다고 해야하나? 그것 말고

는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 애기도 뭐. 아, 내가 살아있구나. 다행히 살았구나. 남들 다하는 

경험이라는데 난 죽을 뻔 한 경험?(사례 B4)

그러나 더 이상 신비롭거나 경이롭지 않은 출산의 경험은 자신의 모성을 의심하

게 하였으나 출산의 경험이 모성을 발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나는 거의확신하기 시작했다. 모성애는 내 핏줄이라고 저절로 생기는 선험적인 본능이 아니라 

89)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경험을 했다며, “난 모성애가 쥐뿔도 없나보다” 자책감에 시달리고, 친구에게 전

화를 해서 “모성애고 나발이고 일단 내가 좀 살아야겠어”라고 했다는 댓글이 달려있다.(우리엄마,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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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개발되는 거 아닐까? 엄마의 모성애만 특별한게 아니라 엄마든, 아빠든 

같이 하는 시간이 쌓이고, 보살핌과 정성을 쏟는 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개발되는 것이고, 

반대로 기회가 부족하면 쇠퇴될 수도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 모성애가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

한 수준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거나, 있다가도 쇠퇴하고, 없다가도 생기며, 강하기도 하고, 깨

지기 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여성들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감정이 아

니라, 특별히 강요된 감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연희의 태평 육아, 2012. 2. 10. 모성애가 

수상해 中)

오늘날의 산모들은 태교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임신 기간 동안도 의사의 

지시 아래 개월에 맞게 출산 준비를 하며, 출산준비교실을 다니며 호흡법을 연습하

고 태교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오가닉 코튼을 사용해 아기의 베냇저고리, 딸랑

이, 모빌 등을 손수 바느질하기도 한다. 검진과 검사의 가짓수는 말할 수 없이 늘

어나고 임신 과정은 시각화되었고, 출산과정도 기록되었다. 나름 합리적 결정을 내

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으나 결과는 늘 아이를 위해 다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었고 자기정당화였다. 출산준비교실, 출산할 병원, 들어갈 산후조리원, 아이가 다니

게 될 병원 등 일련의 연속되는 과정은 임부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스가 되었다. 

그 안에서 주체들은 가격대비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 규모에 맞는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출산적 모성은 자본화되고 있다.

출산준비교실, 산후조리원 등이 전부이던 출산적 모성과 관련한 시장은 태교여

행, 제대혈, 탯줄, 출산동영상, 태동동영상, 태아 일기, 의사와 간호사가 결합된 형

태의 산후도우미, 집에서 받는 산후도우미, 모유수유도우미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힘드니까. 모유 수유를 포기하고, 분유를 인제 먹이게 되는데, 그니까, 그

게 아니라 인제, 분유 자체로는 막 광고를 옛날하고 다르게 못 하게 됐어. 옛날에는 분유 좋다

고 막 샘플도 주고, 초기에. 근데 이제 분유 샘플을 못 주니까, 분유 샘플을 못 주니까 모유는 

정말 좋은데 우리 상품도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러면서 모유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하

는 내용,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유 회사에서 모유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

해서 항상 강의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모유와 흡사한 성분, 초유성분, 근데 정 안 되면 이것

도 좋다 이러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유 수유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

아. 나 같은 경우도 누가 엄마들이 그니까, 아, 그게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모유 수유 성공

률이 뭐 요즘에는 뭐 하다가, 모유가 진짜 잘 나오는 사람들도 6개월을 못 간다 하더라고. 워

낙 어디를 못 가니까.(사례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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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불 없이 출산적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게 돼가

고 있다. 모유수유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모유수유도 비용을 지불하

고 모유수유 전문가와 전문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모유 수유율이 낮아진 건 중간에는 분유 회사의 엄청난 마케팅 때문에 분유가 모

유보다 좋은 줄 알고 모유 수유를 끊었던 게 많고. 최근에 낮은 거는 엄마들이 이제, 붙어 앉

아서 모유 수유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건강에 좋은 줄은 알지만, 좋은 줄은 인

제 교육을 통해서 알지. 책 같은 데마다 다 써 있고. 인터넷도 요즘에 검색 많이 하는데 검색

마다 써 있고, 선전에도 심지어 모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근데 이게 그거랑은 제일 비슷해. 

이런게 뜨지. 나도 모유수유전문 산후조리원도 갔지만 4개월 했어. 원래는 한 사오 개월. 그니

까 본인이 안 하는 남편은 뭐 이 년이든 삼 년이든 뭐 이 년은 먹여야 된다고 그러고, 의사들

도 이 년 뭐 먹이라고. 책에도 보면은, 모유 수유 권장 책에 보면, 이 년 먹어야 된다, 이 년 

먹이라고. 그래도 뭐, 콸콸 나오면 이 년 먹이려고 생각하고 있지. 분유값이 워낙 비싸니까. 

보통 바리바리 들고 다니기도 싫고. 근데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나도 힘들고. 어깨도 결리

고. 씁쓸한 척 했는데 사실은 시원했지. 끊었을 때는. (왜 척을 했어?) 그건 나쁜 엄마인 것 같

아서. (누구한테?) 남편한테.(사례 B2)  

출산적 모성의 자본화는 연예인들의 호텔급 산후조리원을 선망하게 만들고, 자

신들의 경제적 조건에 맞게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거나 정부 지원 하에 이용토록 하

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산모들이 출산 후 거쳐 가는 당연

한 공간이 되었다. 최근에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생겨

나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거주하거나 출퇴근하는 개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집으로 방문하여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전문

적으로 교육, 양성하여 파견하는 인터파크의 홈스토리를 들 수 있다. 산후매니저는 

집으로 방문해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을 일컫는 이

름이다. 이들이 특화하고 있는 장점은 출산 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있

고, 편안한 공간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고,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를 통

해 아이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보이는 곳에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

에 안심할 수 있고, 남편이나 큰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능하며, 집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적이라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산후 도우미들이 하는 역할은 육아와 가

사일을 대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사와 육아뿐만 아니라 산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으로 “홈스토리”가 있다.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

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 서비스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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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음을 피력하고 있다. 산모의 영양관리와 

몸매/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에게는 목욕과 맛사지를 비롯하여 아이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와 빨래, 장보기 등을 

대행하며, 산후조리 정보, 모유수유나 육아상식, 교육받은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산후매니저를 이용하는 비용은 적게는 40여만 원(출퇴근)과 65만원(입주형)에

서부터 많게는 150여만 원에서 200여만 원에 달한다(2013년 1월 현재). 산후조리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매니저는 모두 여성9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

사일과 육아의 일을 여성의 일로 영속화시키는 위험이 있으며, 끊임없이 가정성

(domesticity) 이데올로기를 여성과 연결한다. 

산후매니저들은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산모/신생아 케어 방법(수유, 목욕 등), 모

유수유 이해 및 모유수유 마사지 실습, 산모 마사지 실습, 산후체조, 산후조리 정보

(육아 용품, 어플 등 소개), 가사 및 일상생활, 육아 정보 등을 교육받고, 전문 직업

인으로서의 역할과 예절, 고객과 의사소통 방법 및 기술, 산모 신생아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안전관리 등이 교육의 내용에 포함된다. 산후매니저를 이용하는 산

모들은 산모 마사지, 모유 수유 마사지, 신생아 케어, 육아관리 등을 서비스 받는

다. 젖을 직접 먹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산후매니저에 의해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는 모 사의 산후매니저를 이용하고자 상담예약을 한 건

수는 1년 8개월여(2011. 8. 30 ~ 2013. 4. 27)동안 32,645건에 달했다. 산후조리

원을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를 감안한

다면 산후조리원은 모든 산모가 거치는 필수 과정이 된 셈이다.  

그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내 생각에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고, 내 생각에는 한 명

이나 많으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낳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아주 없으면 모를까 뭐 무

리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기를 돌봐주는 간호사 수나 뭐, 이렇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 점점 더 올라가는 환경에 대

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스물 몇 살 이런 사람들, 애들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준비도 더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에서는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그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들? 뭐, 모유 수유가 가능한가 근데 모유 수유는 보통 서포트를 잘 해주는 곳들은 간호

사 수가 많아야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좋다고 하는 데들은 가격

90) 인터파크 홈스토리에서 홈매니저도 교육, 양성하고 있는데, 가사서비스와 음식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35세~60세까지 여성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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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좀 비싼 경향이 있고. 가서 보니까, 나이 혼자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많고, 그

리고 초산인 사람이 많더라고. 둘째 엄마인 경우가 열 몇 명 중에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둘째 엄마인 경우는 다들 삼십, 내 나이나 내 나이가 넘었더라고. 아주 어린 사람은 

거의 없더라구. 다들, 그니까 둘째가 있는 산모들은 두 명 다, 애가 돌이 안 돼, 돌밖에 안 되

는. 그니까 나이가 있는데 급하게 한 명 낳고 바로 연속해서 일 년, 일 년 반 쉬고 다시 또 낳

고, 막 몰아서.(사례 B2) 

또한 초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초산에 노산이면 위험하다와 같은 담론은 젊

은 산모의 경우에 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더 나은 곳을 선택하게 한다. 그

러나 실질적인 경험세계에서 체감되는 것은 초산이거나 노산이거나의 경험과 임신

출산의 경험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른다섯 살, 그때, 요즘에는, 늦은 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아주 일찍 낳은 엄마가 아니

면 나는 되게 내가 나이가 많은 산모라고 생각했는데, 산후조리원이 조금 비싼 산후조리원이

었잖아. 그니까 들어갔더니, 내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산모가 아니고, 거의 다들 삼, 서른, 그니

까 거기가 좀 가격이 있어서 그런지 뭐 은행에 다닌다거나, 뭔가 이렇게 전문직이거나 이런 

산모들이 많았는데, 다들 뭐 서른둘, 서른세 살 정도 된 엄마들이고 대부분. 초산이었고. 삼십 

대 이상에 초산을 다들 시작한 분위기. 절대 삼십 대 이상에 초산을 한 것 자체가 아주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닌거야.(사례 B2)

통계청의 모성사망비 조사는 1995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 20.4명, 2000년 

17.5명, 의학발전에 힘입어 2008년 12.4명까지 떨어졌으나 2009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2010년 평균 9.3명의 두배 수준, 2011년 

출생아 10만명 당 사망한 산모의 숫자(모성사망비, 임신중 사망하거나 분만후 42

일 이내에 숨진 여성)는 17.2명(2011)-15.7명(2010)-13.5명(2009)-12.4명

(2008)으로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산모사망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만혼과 노산, 그리고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의 접근성이다. 연령대별 출

생아 10만명 당 사망한 산모 수는 20대 초반-10.9명, 20대 후반 10.0명 30대 초

반 12.4명, 30대 후반 30.1명, 40세 이상 79.7명이다. 대개 산모의 나이가 많을 수

록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려 고위험 분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

명이다. 노산은 영아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낳자마자 아이가 

숨지는 영아 사망이 2011년 영아 1000명당 3명을 기록했고, 40대 이상 산모의 경

우, 1000명당 5.1명으로 평균보다 높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요인은 분만 취약지 

증가 등 출산인프라의 부실과 산부인과 의사의 감소와 분만 병원이 적어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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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나오면서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다.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 수는 2007년 1015개, 2011년 911개로 10% 감소

했다. 2011년 말 기준 분만 병원이 없는 전국 시군구는 48곳에 이른다.91)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연령이 2009년 29.96세에서 2010년 

31.25세로 30세를 넘겼으며, 2011년에는 31.44세로 높아졌다. 2010년 기준 첫 

출산을 한 초산모의 평균연령은 30.1세였다. 한국사회에서는 고령산모가 문제가 

된다. 고령산모는 35세 이상을 지칭하는데, 고령산모의 비율이 2009년 15%를 넘

어선 것을 위기화 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을 비교 했을 때, 35~39세 산모의 출

산율은 2.65%에서 2.73%로 증가하고 40~44세의 출산율도 0.32%에서 0.34%로 

늘었지만 다른 연령층의 출산율은 모두 낮아지는 등 고령산모의 증가세를 예측했

다. 또한 고령출산과 선천성 기형을 연결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 고령출산의 증가

와 함께 선천성 기형도 늘고 있는데, 선천성 기형으로 진료 받은 6살 미만 어린이

가 2005년 5만9천여 명에서 2008년 6만5천여 명으로 매년 3%씩 증가하는 추세

라고 한다. 통계청은 고령산모의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산모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

다.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령산모들은 일반 산모에 비해 더 많은 검사를 해

볼 것을 제안 받고 있으며 결국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임신․출산 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고령 신혼부부들은 불임률도 높고 임신 시 자신은 물론 태아의 합병증도 많다”며 “임신 전부

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92)

출산적 모성을 상품화하는데 기업체의 가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

니라93)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장려

91) “고령출산의 그림자… 산모 사망 OECD 2배” 2012.12.01 조선일보. 박유연기자.

92) 한국모자보건학회 박문일 이사장 인터뷰, 2010.08.30.아시아투데이

93) 기업체의 출산장려운동이 그것이다. 이소프트회사는 얼짱아기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출산에 앞장 선 부

부에게 표창장(예시)을 수여하였으며, 롯데백화점은 2009년 4월 23일 서울 소공동 본점 광장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을 개최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한반도 지도를 가득 채운 모습의 퍼포먼스를 하였다. 백화점 업

계 중에서는 전사적으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롯데백화점은 이후 2011년까지 150

억원 규모의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백화점은 어린이집 확충, 직원 수유실 설치 등을 통해 여성 

직원들이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

해 외부 보육시설 봉사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임산부와 육아 여성 고객의 편안한 쇼핑 환경 조성

을 위해 아동놀이방, 육아휴게실, 유모차 대여소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백화점 유아 아동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출산장려 기금으로 조성해 출산 장려 캠페인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또한 ‘아이사랑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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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체의 출산장려운동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이 있는 상품

을 생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경우, 또는 임신·출산·육아와 기업의 매출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서셜커머스와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이 연계하여 출산장려캠페인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은

행권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재원과 은행권의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인데, 정부의 임신, 출산에 따른 진료비 지원을 국민은행 고

운맘카드나, 신한은행 고운맘카드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영유아 

보육시설과 어린이집 사용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가 있다. 그 외 기업

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임신·출산 장려 적금 상품을 출시94)하기도 하고, 임신·출산 

선물이나 경품지급을 통해 출산장려캠페인, 새로 출시된 상품의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주거나 임신·출산·육아·양육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를 업체 간 제휴를 통해 이용금액을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도 한다. 이렇듯 2000년대 후반의 출산장려운동은 지자체, 기업, 중소기업, 은

행권 등으로 운동의 주체가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다양한 주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출산장려의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다. 

제3절 출산적 모성 담론에 대한 주체적 해석

모성은 역사 속에서 사회의 조건에 맞게 지배자들의 시각에 의해 주조된, 고안

드’, ‘다둥이 카드’ 등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다자녀 카드와 해당 지역 점포별로 제휴 캠페인 계획을 수립해 

다자녀 고객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출산율 감소는 유아.아동매장 매

출 감소의 원인인 데다 중장기적인 인구감소가 내수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산업계도 출산 장려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4월 임직원 육아 

복지 개선, 고객 출산 장려 캠페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산장려 전담 부서`를 설치한 바 있다"고 밝혔

다. 

   출처: http://www.we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6, (2009년 9월 9일) 

94)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가정의 행복을 장려하는 상품인 '하나 행복출산 적금'과 '하나 꿈나무 적금'

을 출시하고, '하나 행복출산 적금'은 가입 고객의 임신과 출산 시 최고 0.6% 우대금리를 제공해준다. 임

신 시(가입후 임신 포함)에는 0.2%, 자녀출산 시 최고 0.3%, 3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0.1%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또 통장에 아이의 태명을 인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동아 사이버 

문화센터'에서 임신출산 관련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가입기간은 6개

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일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자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하나 꿈나무 적금'은 가입 시 자녀의 장래희망 및 희망대학교를 등록하면 최고 2.9% 금리를 우대

해준다. 이 상품에 장래희망을 등록하면 0.2%, 희망대학 등록 후 희망대학 합격 시 2%, 10시간 이상 봉

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시 0.1%, 다자녀 최고 0.3% 등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가입 고객은 '동아 사이버 

학당'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개인이며, 만기는 3년

제 자유적립식이나 만 18세까지는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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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에 가깝고 모성은 어머니가 지닌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제도와 경험 그리고 

재현과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다. 모성이 신성화되기도 

하고 신성하지 못한 범주의 모성은 단죄되기도 하였듯이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출

발하는 모성이 아닌 사회구성논리와 질서에 적합하게 모성을 구성하고 전유하고자 

하는 가부장제의 노력들 역시 모성이 더 이상 ‘자연적인 것’이 아닌 구성되는 것임

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출산의 관념과 출산의 사회적 요구의 정도는 사회적 변동에 따라 변화되며 이러

한 변화는 혼인, 자녀,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의 변화를 수반한다(권태환, 김두섭, 

1990). 한국사회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방점을 찍고, 생물학적 출산아 

수의 증가만을 유의미하게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출산의 의미 

자체가 복잡한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구성되며 개인의 합리적 선택행위가 되어가

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한계를 갖는다. 즉 국가의 정책이 출산하는 

모성만을 강조하고 정상화하거나 출산하지 않는 모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여

성 개인에게 국가의 ‘몸’에 대한 개입으로 인식된다.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출산이 애국이라는 담론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저출산 

상황을 방관하는 이들이나 한명 이상 낳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아이가 없는지에 답

해야하고, 하나 더 낳으라는 암묵적인 종용을 견뎌야 하며, 동생이 최고의 선물이

라는 언설에 죄책감을 감내해야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 담론

이며, 정상가족을 상정한다. 때문에 미(비)혼모(부)처럼 결혼하지 않고 낳는 것은 

등가로 해석되지 않는다. 출산 행위에 방점을 두고 출산적 모성을 지나치게 독려하

는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사회‧문화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출산을 지지하는 모성담

론에 대해 여성들은 주체적 해석을 하고 있다.

1. 출산적 모성의 기획

출산은 문화적 현상으로 출산의 의미와 출산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행위주체

들의 경험 또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출산억제정책의 성공신화를 가

지고 있는 한국사회는 여성들의 변화에 주목하기보다 출산억제정책을 역으로 바꾸

어 출산장려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95) 여성들의 변화된 사회․경제

95) 1960년대부터 추진, 1980년대에 강화된 출산억제정책으로 실질적인 출산률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띄게 

되었다. 이 시기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한국사회 내 실질적인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이

루어졌다. 1960년도의 합계출산율 5.98명에서 1983년에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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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출산억제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출산장

려정책 역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은 정부부처96)를 비롯하여 지자체97)가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출산을 중시하

고 독려하는 모성담론을 유지‧확산하고 있다. 당시의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대해 면접 사례들은 모두 “내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당한 불쾌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의 

캠페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없는 미래를 상상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우리들의 큰 힘입니다

.”98)

1995년에는 1.65명 수준으로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현재의 출산율 감

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지적한다(홍문식, 1998; 김두섭 외, 2002; 이삼식 

외, 2005; 최민자·박경애, 2006; 김현숙 외, 2006 등). 또한 이 시기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이 단순한 출산

조절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출산 억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과 시책의 변화에만 

그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피임기구의 보급, 피임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의 변화, 여성의 권인을 

보장하는 법 개정, 노동시장 참여기회의 확대, 여성의 학력 증가, 출산조절, 등 출산율 감소라는 인구학적 

성공의 이면에 여성들의 인적자원의 증가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는 인구학적 분석도 많다(김두섭 외, 2002; 최경수, 2004 등). 

9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14일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로 점차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아이

디어를 주제로 제1회 “YOUNG KOREA idea공모전"을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해년마다 지속되고 있다. 여

성가족부는 2006년 10월 “사랑으로 낳은 아이, 함께 키우는 우리 행복”이라는 자체 저출산 표어를 만들

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였고, 서울

시도 2010년 결혼과 출산을 장려라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저출산 사회 ‘가족가치공감’ 

캠페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97) 제주시는 2010년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도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종이컵을 활용해 25만개를 제작, 제주도 전역에 유통하였다. 종이컵에는 ‘함께 낳고 함께 

키우며 함께 행복한 제주’라는 내용의 문구가 쓰여 있다. 종이컵 제작 당시 제주삼다 공동육아운동 확산을 

위한 10만 인 서명운동, 저출산 극복 시책 리플릿 제작 배부, 홈페이지 제작, 버스광고, TV 및 라디오를 

통한 출산장려 공익광고, 대중교통 버스승차대 및 읍·면·동 전광판을 활용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할 계

획이라 밝혔다. 포항시도 2010년 총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실시한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표어 공모

전'을 열었고, 2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표어 1천468건, 아이디어 137건 등 총 1천

605건이 접수됐다. “아이 하나 더 낳으면 포항시민 백만 된다”, “줄줄이 낳은 아이, 길어지는 희망의 끈” 

등 다양한 표어들이 접수되었고, 많은 접수건수는 전 국민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큰 것을 반

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10년 완도군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2005년 12월 제정)을 맞아 출산장려 

거리캠페인을 전개하며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시책을 홍보하고, 완도군의 출산에 따른 출산 

축하금(셋째아이 1,000만원)을 홍보하였다. 부산시도 자체 출산장려 브로셔는 물론, 2010년 1월부터 매월 

출산장려정책동향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2008년도에 다자녀가족을 위한 교통할인 가족사랑카드를 

시행했고, 부산시에서 마련한 출산장려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자축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 다양한 출

산장려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가 되어 자축의 분위기와 함께 

더욱 출산장려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출처: 2013년 2월 각 시도 홈페이지) 

98) 2004년 10월 당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산광빌딩 옥상의 옥외전광판(20초 기준)과 4호선 사당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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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아이들이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딸 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99)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도시에서도 듣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재난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산은 바로 애국이 되었습니

다. 국가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짐을 나누어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

시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100)

2004년 당시 옥외 전광판, TV CF, 라디오 방송을 통한 출산장려 광고들은 사

회의 인구문제를 저출산 위기 담론으로 바라보게 하며, 전 사회가 출산 장려에 힘

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각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출산장려주

의 국가 정책을 떠안아 실질적인 ‘저출산’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2005년까지의 출산장려 정책 대부분의 시책이나 

프로그램들은 “행복한 출산 2004 Festival”처럼 보건복지부와 결합하여 실시하거

나,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등, 연계되어 있거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출범 기념과 제10회 여성주간

(7.1~7.7) 기간에 진행한 “가족사랑 캠페인”101)은 6월 14일~7월 31일까지 온라

인상의 가족 웹페이지를 통해 실시되었던 캠페인이다. 

당시, 신뢰와 사랑 넘치는 가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내에 마련된 가족 웹페이지에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확인하

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웹페이지

에서는 ‘가족사연 공모’, ‘가족을 주제로 한 리플 달기’, ‘여성부에 바란다’ 등 가족

신여대역(각 4대), 2호선 신촌역(2대)의 지하철 PDP TV(30초 기준)에서 방송되고 있는 내용의 자막 일부

이다. 

99) 2004년 10월 TV Cf의 주요 자막과 멘트이다. 

100)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CM으로 CBS와 KBS[CBS 기독교 방송 표준

FM 98.1㎒, 방송시간: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정범구) 방송중 20시03분/ KBS 1라디오(FM97.3㎒, 

AM 711㎑) 방송시간 :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방송중 13시 57분 / CBS 기독교 방송(음악

FM 93.9㎒) 방송시간 : 출·퇴근시간 예정]에서 방송되었다. 또한 2004년 10월 당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되었다. 

101) 여성가족부의 가족사랑 캠페인은 저출산·고령사회 캠페인으로 여성가족부 내에서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

나, ‘가족’과 관련하여 ‘모부자 가정’ 지원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에 포함을 하였다. 

이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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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연동을 통해 가족의 모습이 담

긴 다양한 사진을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7공

주'가 부른 '행복한 가족 노래(song)'를 제작,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 벨소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외식·레져 분야의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캠페인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정

부유관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와 관련한 많은 캠페인

과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하는가 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을 통해 출산 장려의 필요성 등을 확산하고 

있다.102)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05년 당시, 10월 전국여성대회에서 ‘인력은 국력

이다. 출산이 애국이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출산 장려 

흐름에 적극 동참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대회를 통해 “결혼이 선택이 될 수는 

없고 출산이 여성의 창조적 의무라는  점을 재인식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을 저

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육아를 사회 참여의 장애로 인식해 독신과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젊은이의 사고를  불식할 것”이라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렇

듯 2005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시책을 개발하

였다면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외 다양한 주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과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103) 그러나 2004년~2005년 사이 확립된 출산자체에 

대한 장려나 출산이 곧 애국임을 강조하는 것 등 출산장려주의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다양한 방식과 분야로 확대되어 보다 용이하게 체감

할 수 있도록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접 참여자들의 사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로 “출산이 애국”이라는 담론은 2013년 현재에도 유력하다. 요컨대, 정부차

원의 출산장려캠페인과 공익광고도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유관기관 및 지자체

의 출산장려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기업체, 은행권 등도 출산장려

운동과 출산장려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의 출산장려캠페인과 공

익광고는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102)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출산장려 포스터에 쓰여 있는 글귀들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출산으로 얻은 기쁨 함께하는 자녀양육”,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

산은 형제입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등이다.(출처: 2005년 당시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103) 지자체별로 이색 출산장려 프로그램과 행사(예: 2010년에 임부복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2011년 아이

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와 경기도가 임산부를 모델로 한 “경기맘 D라인 패션쇼” 개최)를 마련하기도 하고, 

자체 출산장려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공모전, 표어만들기, 등 그 내용과 방식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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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상의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김향숙(2008)의 논의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1960년대는 가족계획에 의한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저하와 피임이었고, 최근에는 여성들이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이 재생산 담당자로서의 여성을 ‘적은 수의 자녀를 잘 기

르는’ 근대적 모성으로 규정했지만 여성들의 출산조절의 자율성이 신장된 것은 아

니었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종속된 위치

의 전략적인 선택이지 온전한 자기결정권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현재 여성

들이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가정 내 남녀의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양육책임

자로서의 부담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자녀양육의 사회안전망의 부재, 그리

고 자녀를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없는 사회불안요소들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출

산을 저해한다(김향숙, 2008). 즉,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

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여성에게만 출산·양육 부담을 지우는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야 하며,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나 육아지원대책등 

실질적인 제도의 정비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가족을 지원

하고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아

동, 여성, 가족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남성과 여성이 양육

과 보살핌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환경조성, 출산 후의 고용 보장, 양질

의 교육 보장, 직장과 가정의 양성평등정책, 가족과 일의 양립을 보장해야 할 것 

등을 지적한다.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위한 정책방향은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김향숙, 2008). 국가의 출산장려를 위시한 저출산 정책은 모성을 도구화, 

주변화, 탈 정치화시키며 사적인 역할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김향숙, 2008; 

황정미, 2005). 

규범과 제도로서 모성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산장려정책들은 모성개념

이 형성되는 층위와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상대적으로 단일하게 이해한다. 예

컨대 아래의 그림은 2007년 여성가족부의 광고로 “아이는 나라의 건강한 미래”라

는 제목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체험수기와 슬로건을 모집하는 출산장려 캠페인 

광고이다.104) 출산율이 당시(2007년) 세계 최하위(1.13)라는 멘트와 함께 저출산

104) 이 광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배경음악과 함께 멘트가 삽입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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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기시키는 사회문제,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장려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하나 보다 둘, 둘보다 

셋이 좋은 세상!”이라는 문구와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은 ‘자녀의 수가 늘수록 좋

은 세상’이 된다는 것으로 자녀수와 사회와 가정의 행복함의 가치를 연동하고 있

다. 

가장 최근의 정부의 캠페인은 “마더하세요”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9월 “마

더하세요” 캠페인을105) 시작으로 해년 마다 달라진 출산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마더하세요”는 “마음을 더하다”는 의미이며, 엄마를 뜻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

아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홍보물로 책자 및 온라인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

게 E-book으로 제작되어 있다.   

우리회사 마더를 소개합니다. 

팀장) 자~ 임산부는 듣지 말고… 김대리 오늘 또 지각이야? 엉?! 

여성직원) 회사에선 후배지만, 출산은 제가 선배잖아요? 

이사님) 애들이 기다리는데 집에 안 갈꺼야? 

사장님) 육아휴직 1년 동안 잘 키웠네, 회사도 이렇게 잘 키워 줄 꺼지? 

부장) 아이구! 하나도 안 바쁘다니까~ 부인한테 집중해! 

여주인공)고마운 마더들이 있기에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더해주는 당신, 당신이 마더입니다. 마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합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광고와 캠페인들은 2012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출

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의 의도치 않은 영향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하여 저출산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위

기를 생산하고 전사회가 출산장려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저

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이러한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며, 때문에 출산장려를 통

해서만 극복이 가능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출산의 당사자인 

들을 수 있다. 광고제작자의 제작의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1.13명)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급속도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세

계평균(2.56명), 개발도상국(2.73명), 선진국(1.64명) ○ 인구감소로 중산층 붕괴 우려, 

노동력 부족, 생산인구 및 세금납세자 감소 등 경제발전 저해와 노년부양비 급증, 저출

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 사교육비 증가, 제도적 미흡, 자기중심적 생활 선호 

등 저출산에 대한 해결의 문제의식 및 다양한 실천방안을 공감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표

현 구성 및 표현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105)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1. 9. 8. TV광고, 2011. 10. 20. 옥외전광판 광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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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과도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의 출산에 대한 의미부여

와 계획보다 국가의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유포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이미지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족의 

모습은 가족구성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변화보다는 이성애중심적인 두 자

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을 이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

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 불안을 방관하는 이들이며, ‘하나는 외

롭고’,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인데, 자녀를 외롭게 하고 동생이라는 선물

을 주지 않는 경우 역시도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결과적으로 자녀 출산을 하

지 않거나, 둘 이상을 낳지 않는 이들에게 죄의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

다.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자체에만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의 한계들이 지적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자체의 장려로 해석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캠

페인은 출산에 대한 의미의 변화와 더불어 출산적 모성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

과 달라진 태도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생물학적 어머니를 핵심으로 한 모성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은 물론 전통적 규

범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 개념과 결혼관, 자녀관, 출산에 대한 태도 등을 비롯하여 

변화된 젠더 관계와 섹슈얼리티의 지형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주체들을 모성의 변

방에 위치시킨다. 

내가 낳지 않은 아이, 꼭 내가 낳은 아이를 키워야… 낳은 아이, 낳지 않은 아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이뻐하거나, 항상 화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키우

지 않거든. 내가 낳은 아이여서 더 심하게 하기도 하고. 아빠가 없으니까 더 심하게, 엄마가 

없으니까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조심할 수도 있고.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

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잘할려고하고 그러겠지.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갖고 정서적 심리적 자원을 갖고 키우는가이지 낳았느냐 낳지 않았느냐가 아닌것 같아.(사례 

B6)

오빠가 이혼을 해서 자기가 혼자 키웠어. 근데 잘 키워.(사례 B3)

모성개념의 분화, 변화로 인한 경계의 발견, 그리고 그 경계가 만들어내는 불협

화음과 변주, 이 둘 간의 모호한 영역(gray area)이 생겨난다. 불임 시술과 인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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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의료 기술의 발전은 생물학적 연관성을 

갖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입양과 불임이 아닌 경우의 

입양, 가족의 재구성으로 생겨나는 생물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늘

고 있기도 하다. 현실세계에서 재현되는 가족구성 행위의 다양화는 모성 인식을 복

잡하게 한다.106)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모성이건 뭐건,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뭐야, 독신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둘이 부부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

지고, 모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나? 우리, 당사자인 사람들도, 이게 모성애다, 이렇게 느껴보지

는 못 하는 거, 그냥, 그냥 이거, 인제, 당연히 해지는, 뭐야, 일과 같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모성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모성애다.(사례 B5)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애기가 뭐, 발가락이 닮았네, 예를 들면. 뭔가가 닮았어. 생물학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정말, 한 핏줄인 거 같은? 뭔가 눈을 닮았다, 콧구멍을 닮았다 

예를 들면 내가 물고 빨고하는 우리 OO이가 나를 닮았어. 실제 닮았어. 동생도 나를 많이 닮

았데. 그래서 그런가? 예뻐. 닮았으면 더 예쁘긴 하지. 근데 안 닮았다고 안 이뻤을까? 덜 예

뻤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사례 C2)

그런 게 있는 거 같애. 그니까, 외모, 외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위기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다 키우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니까 애들이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잘 

관찰하고 정말 똑같이 막 흉내를 내잖아. 그니까, 키운 사람 닮은 건 맞는 거 같애. 그니까 낳

은 엄마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키운 사람하고, 그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어디 가면은, 되게 닮

았단 말 많이 하고. 이제 남편이 어려보이니까 가끔 뭐, 남맨 줄 알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남

편하고 많이 삶을 공유하고 서로 표정이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닮아 보이지 점점. 웃는 

얼굴이 똑같이 닮았대. 그니까, 애도 분명히 닮은 건 맡는 거 같애. 키운 사람도. 꼭 낳은 게 

아니어도. 그래서 뭐, 그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

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 얘가 나의 뭐 미소를 닮았구나, 웃는 얼굴이 똑같아졌구나, 그냥 이

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애.(사례 B2)

생물학적인 모성, 또 어머니노릇을 하는 그 모성, 그 다음에 또 모성성, 모성애, 뭐 이런 것들

이 motherhood. 이런 게, 근데 이게 기간, 애기가 크는 기간별로 다른 거 같애. 왜냐면, 제일 

106) 근데 인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나 맨날 나쁜 계모가 많이 나오는데. 계모가 다 그런것도 아니고. 계모하

면 못된 것 같고. 웃긴거지. 좋은 계모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보면. 사실 그 무슨, 좋은 글 읽기 뭐 이런 

거에 보면, 뭐지 그게, 공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좋은 이웃? 보면은 뭐야, 좋은 뭐, 입양해가지고 잘 키

우는 부모. 뭐 또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그런 게 꼭, 시각이 바뀔 때도 

됐는데 여전히 안 바뀌, 바뀌어야 될 때가 됐어요. 못 낳는 불임 부부도 많잖아요, 안 낳기도 하는 부부도 

많고. 또 독신도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면 가족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계속, 가족의 형태가. 그

랬으면 이런 모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바뀐 거죠?(사례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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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애기가 태어났을 때는 생물학적, 초기에는 생물학적인 이런 게 많고, 크고, 완전히 크

고, 이때는 어떻게 보면 모성성, 모성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큰 테두리로 있고. 생물학적 모성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생물학적 부분이 크게 있는데. 뭐 어머니노릇을 한다기보다는. 근데 이

제 본격적으로 어머니노릇이 시작되는 게 이제 애가, 걷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이런 거 다니면서부터, 이제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도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노릇이 되

는 거 같고. 이게 커지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이런 때가 인제 모성애가 인제 

젤로 극대화되고 있는 거 같애. 이게 지금 이제, 아, 내가 이제 지금까지 키워왔고 이런 애착

이 있으니까 모성애가 커지고 있는 거 같애요.(사례 B5) 

출산적 모성이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와 양육적 모성의 불협화음이 빚어내는 현

실의 부당함과 불편함은 ‘언짢음’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학부모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선생님이 애기가 없으셔서 그러시는데, 그

러실 수도 있는데, 뭐 애기가 없으셔서 저를 잘 이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그런 거를 잘 이

해 못 하실 꺼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언짢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은,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결혼을 해야 되고, 모두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뭔가, 정말, 흔히 말하는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는 어렵죠. 그리고 저는, 애를 안 낳았을 뿐이지,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자기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데, 그건 별개 아닌가요?(사례 D5)

모든 여성은 생애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존재로, 잠재적 어머니 담론이 강력한 

한국사회에서 생물학적 어머니는 좋은 엄마가 되는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생

물학적 출산자 어머니에게 우월한 위치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어머니

가 되지 않는 현상으로서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생물학적 출산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머니 위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는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

고 출산을 독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오히려 임신․출산하는 출산적 모성은 개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거대한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과 무자녀 가족은 국가의 성장발전에 저해가 되는 

가장 큰 위기로 구성된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적 접근을 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의 출산장려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한 

명에 그치는 경우나 무자녀 가족의 제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사회문제집단으로 가

시화된다. 아래의 광고는 2006년 공익광고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도래

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107) 현재의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장려주



- 121 -

의 사회 문화는 과거 출산억제정책과 장려냐 억제냐의 차이만 있을 뿐 완벽하게 

일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삼식 외(2005)와 

조병구 외(2007)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출산정책을 세세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108) 현재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과거 출산억제

107) “이런 모습, 상상은 해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포스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

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보셨나요? 2004년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

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50년 노인인구비율이 37.3%에 이르는 나

라, 그 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

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108) 과거 1960년대 본격적인 인구정책이 수용되면서 국가가 시행해 온 출산정책은 피임기구의 보급과 가족

계획에 대한 홍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1년 피임기구의 수입과 국내생산을 금하던 법규가 폐지되었

고, 1962년 정부기관인 보건사회부가 직접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해 전국 183개 보건소에는 가족계획상담소가 설치되었고 가족계획 계몽요원이 배치되었다. 1964년에는 

전국 1,473개 읍·면에 가족계획 계몽요원이 배치되었고, 1966년에는 전국 11개 시·도에 이동시술반을 편

성 운영하였다. 1968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리·동 단위에 17,000여개의 어머니회가 조직되었

다. 이러한 정부와 인간 조직망은 가족계획사업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출산억제를 위한 피임과 관련하여

서는 1962년 정관수술, 콘돔, 젤리 등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1964년부터는 자궁내 장치인 루프가 보급

되었다. 1968년에는 먹는 피임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족계획사업

은 확대되었고, 적게 낳는 것에 대한 법적지원과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1972년에는 새마을운동에 가

족계획사업이 포함되었고, 1974년에는 도시가족계획이 시행되었다. 1974년부터는 학교 인구교육을 준비

하였고, 1977년에는 각급 훈련기관을 통해 성인 인구교육도 실시하였다. 새로운 피임기법으로 피임실패자

를 위한 월경조절술이 1974년부터 보급되었고, 1976년에는 여성불임수술이 도입되었다. 또한 1973년에

는 정부가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우생학 및 유전학적 이유, 특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내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건강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1977년에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

는 것으로 인식, 여성도 유산 상속권을 인정하도록 가족법을 개정하였다. 출산조절에 대한 보상으로 1974

년에 세 자녀까지 소득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고, 1976년에는 소득세 인적공

제를 두 자녀로 축소하였다. 1978년에는 두 자녀 이하 불임시술자에게 공공주택분양 우선권이 부여되었

고, 1980년에는 두 자녀 이하의 불임수술 수용자에게 공공병원에서의 분만비를 할인해 주었다. 기업에 대

한 지원으로 1977년에는 기업체에서 지출한 근로자 가족계획경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1980년

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정책은 더욱 억제정책을 강화하였다. 1981년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49개 시책을 발

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피임보급의 확산을 위한 시책, 피임실천 및 소자녀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자비피임실천의 촉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 그리고 홍보교육활동의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피임기구 보급과 관련하여 1982년에 불임수술, 자궁내장치 시술에 대한 의료

보험 적용, 1983년 카퍼 티(Copper T) 등 새로운 자궁내장치 방법 도입, 1986년 20대에 대한 불임시술 

대신 일시적 피임기구 보급 전략에 역점을 두었다. 금전적 지원으로는 1982년 두 자녀 이하 불임시술 수

용자에게 주택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동 대상자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1차 무상진

료를 제공하였고 같은 해 저소득층 불임시술 수용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1982년에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급을 두 자녀로 제한하였고, 1983년에는 고등학교가지 두 자녀에 대한 학비의 

세금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초음파검사로 자녀의 성별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출산율이 감소되었으나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성비불균형은 물론 출산율을 낮추는데 저

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여 1987년에는 성감별 행위가 금지 되었고, 성감별 의사의 자격박탈을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여성 배우자의 친정부모도 의료보험 대상자에 포함되도

록 하였고, 1989년에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가족법의 개정으로 여성도 가구주가 될 수 있었고 평등

한 상속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출산억제정책은 인구증가율이 1% 수준을 유지하고 인구대체수준이

하로 유지되었던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었다(이삼식 외, 2005; 조병구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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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출산억제정책을 폐지(1996)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1996)하였

고,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예산을 삭감(1999)하였으며, 성감별 의사에 대

한 처벌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를 위한 의료법을 개정(1994)

하였고, 그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져왔던 모든 규제 및 보상제도가 소득세 인적공

제범위를 두 자녀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1990), 1994년

에는 소득세 인적공제범위에서 자녀제한 자체가 철폐되었다. 즉 이 시기는 출산억

제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린 시기였다. 

2000년대의 출산정책은 200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출산장려의 특색을 띠게 되

었는데 정책의 내용109)은 다음과 같다. 결혼과 임신 전 지원과 관련하여 결혼비용 

100만원 공제(재, 2004), 정난관 복원수술 보험급여(복, 2004), 피임목적의 정관, 

난관 중절 수술 비급여로 전환(복, 2004), 산전검사 보험급여(복, 2004), 불임부부

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복, 2006)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산전후 유급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증가하였고(노, 2001), 자연분만 시 본

인부담 진료비가 면제 되었다(복, 2005). 그리고 2006년부터는 산모와 신생아 도

우미를 지원하였고,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산비 50만원을 복지부가 지원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0만원이던 해산급여를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중

소기업의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였고, 유산/사산 보호휴가 급여도 지원하였다

(노, 2006). 신생아 보호와 관련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복, 

2004), 만 6세 미만 소아 입원 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목, 2006), 선천성대사이

상 검사지원 및 환아 관리(복, 2006),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복, 2006)이 있

다. 보육과 교육 분야의 지원 내용은 자녀 1인당 공제액 250만원에서 520만원으

로 확대(재, 2004)하였고, 2005년에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그리고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교)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노동부는 육아휴직시 1년간 급여 지원을 하였고, 여성가족부

는 같은 해,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만 5세아 이상과 장애아에게 무상 

보육료를 지원키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그리고 시간연장, 야간, 휴일, 시

간제 근로의 경우도 보육료 지원(여, 2006), 0세~2세(영아) 보육 기본 보조금 지

원(여, 2006), 농어업인 자녀의 가정 육아비, 보육료/교육비 지원(농, 2007), 다자

109) 한국개발연구원(2006)과 육아정책개발센터(2007)의 관계법령과 시행령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출산지원

정책의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건)은 건설교통부, (교)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는 

노동부, (농)은 농림부, (복)은 보건복지부, (여)는 여성가족부, (재)는 재정경제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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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추가 공제(재, 2007)를 시행하게 되었다. 주택과 관련한 정부의 출산정책으로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혜택 부여(건, 2005), 세 자

녀 이상 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건, 2007), 세 자녀 이상 가구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제자금 대출 시 금액한도 상향조정 및 세 자녀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

출 시 우대금리 적용(건, 2007), 세 자녀 이상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정책(건, 2007)

을 추진하였다. 즉 결혼과 임신, 출산, 신생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주요하게 

비용지원을 하였고, 두 자녀 이상이나 만 3, 4세, 만 5세, 장애유아 등의 교육비 지

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육료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재정경

제부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관련 지원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안 낳으면 애국이 아니라하고, 결혼 안 하고 낳으면? 그건 왜 애국이 아닌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애기를 낳는 사람이, 여자만 낳는 사람인 것처럼, 여자들의 사고방식만 잘못

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고.(사례 A1)

낳을 때 되면 낳겠지, 지네가 사회적인 조건을 갖춰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낳아라 하는 게 말

이 되나? 안 되지. 사회적인 조건을 정말 너무, 아까 말했던, 정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맡

길 데가 있다고 했지만 그런 데는 하늘의 별 따, 뚫고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나는 들

어서 알고 있고, 보육 시설이나 이런데, 좋은 데, 특히나 좋은 데는 거의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고 낳아라 

낳아라 해야지 사회적인 조건은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낳아라 낳아라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정말 무책임한 말인 거 같애. 정말 사람을 경제적인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거지.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이런 게, 밖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불편한데, 결

혼을 한 이성애자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불편하고, 불편하고 무책임하고 뭐

랄까, 책임 유기, 뭐라 그럴까, 사회적 책임 유기.(사례 D4)

모성 신화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명 이상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는 다른 어떤 양육적 환

경의 제공보다도 생물학적 동생을 출산하는 일이 최고임을 유포한다. “아이를 낳

아라”에서 “더 낳아라”를 독려하는 분위기의 형성 속에서 생물학적 출산과 관련한 

여성주체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어려운 숙제인 현실 속에서 출생 ‘수’의 증가에 초점을 두는 분위

기는 (사례 C3)의 경우처럼 자신의 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으로 (사례 B2)의 

경우처럼 주변인들의 출산 개입을 국가가 허용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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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질적으로 인제 아이들이 옛날에는 다 집에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뭔가 장

식품처럼 막 이쁘게 꾸며가지고 막 데리고 나온다든지, 할아버지 손잡고, 할머니가 데리고, 임

산부들도 아이랑 같이, 아빠들도 유모차 끌고 다니고,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졌

어요. 옛날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아 진듯. 그래서 그런지 현실적으로 이제 저출산 사회인지 

잘 모르겠고, 끊임없이 인제 국가 정책적으로는 애들을 낳아야 된다, 낳으면 어떤 혜택을 주

겠다, 인제 이런 류의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애를 낳고 안낳고의 결정은 내 몫이고 내 

삶에 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사례 C3) 

그, 경제적 여유가 있건 없건, 애는 끼고 키워야한다. 그니까, 내가, 제일 최근에 제일 황당했

던 일이,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기 점검 아줌마가 왔어. 점검 아줌마가 왜 둘째를 안 낳느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정수기 아줌마한테, 아니 그런, 나는 그니까, 둘째, 

아, 예쁘다 애 예쁘다 뭐 그러면서 둘째는 언제 낳느냐고 그런, 안 낳을 건데요 그랬다? 그랬

더니 나한테 아니 왜 안 낳느냐 그러면서 첫째가 외로우니까 둘째는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는, 아니, 굳이, 막 이렇게, 애를 처음,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둘을 낳을까, 

애를 생각해서 낳아야 된다고, 그 정수기 아줌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무튼, 삼십, 사십 

살 정도, 아니면 삼십 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 같앴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

야,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니까, 그러면 아줌마는 애가 몇이냐,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명이

라는 거야. 그래서 왜 본인은 안 낳고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못 낳았다고. 저도 힘들어서 못 낳아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런, 이런 아파트

에 살면은, 아유,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애는 무조건 둘이어야 된다면서, 이제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밀, 자기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다면서 나중에 후회한다고 애를 꼭 

한 명 더 낳으라고 그래서 화가 낳다니까. 그니까, 자기는 안 낳으면서도, 그니까 옛날, 나하

고 나이차이가 다섯 살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런거 같아… 그 옛날 언니들은 이제, 다 보면은 

한 둘이나 세 명씩은 원래 있고, 그 당시에 조금 낳았다고 해도 두세 명씩 있고.(사례 B2)

이러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자녀 출산이 독

려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제목의 광

고110)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

에 대한 대비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비해 저출산 

문제는 사회 구조적 측면과 개인 차원의 가치관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국민 

110)  2009년 보건복지부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의 공익광고 포스터이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모보다는 아이의 인생이 훨씬 깁니다. 언제

까지 부모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낳고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겠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http:// www.mw.go.kr, 한국방송

광고공사 http://www.koba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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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즉, 저출산 문제는 자녀 양육 등 교육 문제, 부동산 등 경제 문제, 그리고 ‘나’를 중

시하는 개인 가치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등 개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만일 아이가 

없었다면 누리거나 알지 못했을 부모 자식 간의 정과 행복한 순간들을 보여줌으로

써 적령기 여성들의 출산의욕을 고취시킴을 통해 의식전환을 꾀하고 있다. 출산장

려 표어는 한국사회의 출산율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장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196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표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111) 

<표 6> 1960년대~2010년대 출산정책 표어

출산정책 시기 표어

출산억제정책
TFR 6.0(’60) 1960년대

우리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세 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에 단산하자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출산억제정책
TFR 4.53(’70)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안정
좋은 환경 밝은 가정 알고보니 가족계획

출산억제정책
TFR 1.6(’86) 19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적게 낳아 엄마건강 잘 키워서 아기건강
사랑으로 가족계획 이웃 간에 오누이
가족계획 지름길 정관수술 난관수술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폭발

산아자율정책
TFR 1.54(’96) 1990년대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출산장려정책
TFR 1.08(’05)

2 0 0 0 년
대112)

한 자녀보다는 둘, 둘 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출산장려정책
TFR 1.22(’10) 2010년대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위의 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80년대까지는 가족계획을 통한 산아제한 정책

이 출산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인구의 성비불균형에 

대한 표어가 구성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다산을 장려하는 출산장려로 급선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무조건적인 출산장려보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각에서는 여전히 출산장려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모아지는 것에 대한 

111) 1960년대 출산정책 표어는 이삼식 외(2005)를 참조하였고, 1970년대~2010년대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112) 2006년 여성가족부는 “사랑으로 낳은 아이, 함께 키우는 우리 행복”이라는 자체 출산장려 표어를 제작

하였다. 정부의 출산장려 캠페인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현재의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

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가족에 지워져있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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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형성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과한 지원이 오히

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평가도 생겨나고 있다.113) 한국사회의 출산장려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출산억제정책시기부터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시기에 이르기

까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 될 필요가 있다.114) 

초기양육기를 경험한 사례들 모두 아이들의 영유아기가 잘 기억나질 않는다고 

한다. 키울 때 그때는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시기를 지난 이후, 

다시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 영유아기가 기억이 나질 않아. 나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지난거지만서두. 키울때, 매 시

기 마다 수천, 수만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둘째? 또 다르겠지. 지금 돌이켜보

면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생각이 안나.(사례 B3)

또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자유를 포기해야하는 

갈등적 상황은 어느 순간 망각의 순간에 봉착한다. 몇몇 사례들은 출산의 고통이나 

양육의 버거움을 잊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한다.  

근데 지나고 나면 사실 까먹어. 사실 죽을뻔했다는 생각만 남고.(사례 A4)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왜 둘째를 낳을까. 근데, 두 돌이 지나면 망각의 순간이 와. “그 

때를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있어. ‘자기는 그 때를 조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다’면

서. 근데, 그 때가 되면 “둘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나 더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지. 그리고 애를 키우다보면 내가 놀아줘야하는 시간이 오는데, 형제나 둘째가 있으면 엄마들

이 자유시간이 오거든.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쁜 OO이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봐’ 이러

면서. 근데 하나 더 있으면 도시빈민이 될 것 같아.(사례 B3)

113) “답답한 정부의 출산정책”이라는 주제로 ‘사교육비 부담’을 주요하게 지적하며, 출산장려금, 보육료 지

급 등의 출산 자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부부’들의 근본적

인 원인 해결이 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논하고 있다.(중앙

일보 2010년 3월 8일자 김효창 기자)

114) <그림 13> “엄마 난 더 이상 동생을 원하지 않아요”(출처: ｢너 때문에 못살아｣, 홍종의 글, 유설화 그

림, 출판사 살림어린이, 2011.) VS “하나는 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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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둘째는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들고, 정말 애가 돌 전에는 한 대 

치고 싶을 정도로. 막 악마같고. 결국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만 낳아도 괜찮다는 

생각. 근데 지금 둘째 임신중이잖아.(사례 B3)

정부의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은 2008년 7월에 

마련되어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 특히 민간에서 공급되는 전용

60㎡의 신규분양 아파트는 30%를 우선적으로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의 요건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

이의 경우 120% 이하) 소득조건을 갖추면 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1순위

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순위는 혼

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특별 공급된다. 2009년 4월을 시작으

로 한 해 동안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총 7,000여 가구의 분양 계획이 확정되었

다.115) 2012년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 하여 기존의 

신혼부부주택지원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신혼부부, 뭐 보금자리 주, 뭐 아무튼 세제 혜택, 왜, 혼자 사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얼마나 많

은데. 왜 신혼부부한테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결혼이 무슨 대수야? 부당하다고 생각해.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해. 왜 모든 사회 생활, 아니, 모든 사회가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 

위주로 돌아갈까. 물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애, 애가 나중에 노동인구가 되겠지만. 그런 

사회 시스템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는 그러면 사회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인간들인가?(사례 D4) 

출산지원정책에서 말하는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첫 번째로, 주택의 공급, 구입, 또는 전세, 전세자

금 대출과 관련한 혜택을 포함한 주택관련 혜택이 있다.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이라 하여 전용면

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한

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정책은 저소득가구에게는 전세보

증금을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하여 지급하고, “근로자/서민전

115) 출처: 2009년 3월 11일 데이터뉴스 www.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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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금”의 대출한도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천만원까지 늘어났다. 또한 “근로

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

나고, 대출 이자율도 추가 인하(기존 4.7%에서 4.2%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

구의 전기요금을 20% 감액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라 하여 연말

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

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2011년 2월 시행). 또한 국민연금 출산크레

딧, 다자녀 우대카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

다. 

둘째 생각을 나는 안 하고 있고, 남편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은 하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좀, 한 명을 더 낳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두 명을 잘 키우고 우리 노후까지 준비하기에는 너무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 남편은 망설이고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애를 또 낳아서 임신 

기간을 거쳐서 있으면 이제 완전히 사회로의 재취업의 기회가 나한테는 거의 없어진다고 나

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서 그런 생활을 다시 견디고 싶지도 않고, 또 사

회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것도 싫고.(사례 B2)

이렇듯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은 혼인 내 출산율이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며, 자녀를 1명 또는 2명 출산한 출산자들의 추가 출산을 장려하는 것

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012년 3월 13일자 동아일보는 

“셋째 이상 낳는 ‘애국자’ 늘었다”를 제목으로 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다자녀 가

정을 ‘애국자’로 호명하였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로 분석하였다. 2011년 

태어난 아기 100명 중 11명이 셋째 이상으로, 신생아의 11%를 차지했고, 5만 

1,600명으로 2010년(4만 9,932명)보다 1,700명(3.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잠

정 집계하면서 다자녀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을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정부

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이상 신생아가 5만 명을 넘은 것은 

2001년(5만 5,599명) 이후 10년 만이며, 셋째 아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0.95%로 1984년(12.78%)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셋째 아이 이상 비중은 

1982년 22.67%에서 1983년 17.02%, 1984년 12.78%로 빠르게 하락해 1991년

에는 6.86%까지 떨어졌으며, 2000년과 2001년에 간신히 10%대로 올라선 이후 

9%대로 주춤하다가 2010년(10.62%)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서이며, 셋째 아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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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는 등 각종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

고 있다116). 

또한 암묵적으로 횡횡하는 남아선호사상이 그것이다. 때문에 첫째가 아들인 경

우와 딸인 경우는 다르게 사유된다.  

시댁에서는 인제 벌써부터 두 명은 있어야 된다, 둘째는 아들이나 딸 상관은 없으니까, 한 명 

더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첫째가 아들이라, 그런 경우에 보통 

둘째가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 없다고. 그런데 성별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 시부모님

도 그렇고, 다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애요. 뭐지, 처음부터도 딸을 낳고는 싶어. 그니까 요즘에

는 아들을 낳아봤자 이렇게 별로 재미도 없고, 뭔가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더 크고 그

런데, 딸이 훨씬 이렇게 재밌고 좋다고 젊은 엄마 아빠들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

짜 되게 신기한 분위기가 병원도 그렇고 어디서 만나면 딸이라고 하면 다들 축하한다고. 그니

까 아들이라고 하면 아, 좋, 부모, 시부모님이 좋아하셨겠다, 뭐 이러고, 딸이라고 그러면 아, 

좋겠다, 애 엄마한테, 애기 엄마한테.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 이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좋아하시면서 너무 웃긴 게, 둘째는, 아, 둘째는 

너 닮은 딸로 낳으렴 이러셨는데, 그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들이건 딸이건 뭐 상

관 없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면 좋겠는데, 손녀면 좋겠는데, 뭐 손자든 손녀든 

상관은 없다. 그니까, 시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에는, 손녀를 되게 좋아하는 분위

기인데 그래도 손자는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 그니까, 좀 딸을 갖고 싶어하는 엄마 아빠도 

되게 많고. 확실히 좀 그런 게 조금 변한 것 같애.(사례 B2)

나는 상관 없는, 없었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시댁에서 애, 둘째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할 거라

고 기대해서 그거는 좋았는데, 의외로 이제 뭐 장손이라고 따지면서 막 이렇게 관, 관, 관심을 

많이 갖고 막 좀 간섭도 하시고, 또 아들딸에 상관 없이 둘째 얘기는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 

근데 아마 딸이었으면 그 압박이 좀 더 컸을 거 같애서 그런 면에서는 아들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애 데리고 아무래도 뭐 목욕탕도 다니고 이것저것 할 때 아들이니까 남편이 데리

고 들어가고 하니까 난 좀 더 편하겠구나, 이런 면에서 아들인 게 좋은 거 같애.(사례 B2)

친정 엄마가 딸밖에 없어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니까 친정 엄마는 이제, 그냥 아들이니까 시댁

에서 좋아하겠다고 좋아하겠다고 했는데 아빠는, 친정 아버지는 아들이라서 다행이라고, 막 

딸, 딸 낳아가지고 친정 아빠는 은근 속으로, 우리가 맨날 딸밖에 없는데 또 딸 낳을까봐, 약

간 염려하는 게 있으신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니까 아빠는 좀 되게, 흐뭇해 하시는 거, 오히

려 엄마보다 아빠가 흐뭇해 하시면서 좀 안심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의외였

어.(사례 B2)

116)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를 많이 낳는 부부를 주변에서 ‘애국자’라고 부를 정도로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

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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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텔레비전 드라마, 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모든 게 다 처음

부터 끝까지 다 임신으로 시작이 돼서 임신으로 끝나요. 드라마가. 예를 들면, 아이두 아이두 

같은 경우에는, 김선아가 갑자기 임신해 가지고 그 이야기 시작되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 보는 거는, 울랄라 부부에서 보면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가

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일일드라마에서, 그대 없이 못 살아 뭐 여기서도 이혼

하려는 부부가 갑자기 막 싸우면서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합쳐질 

거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든가. 아무튼 모든 드라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가지 정

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모든 드라마가, 싸워서 화해하는 분위기는 다 임신. 아니면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애가 생겨서 결혼하는 그런 보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전성관계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시작이 되고 끝맺음을 하고 이렇

게 하는 걸 보니까, 아무튼 드라마에서도 항상 그런 면을 보여주는데, 뭔가 요즘, 그니까는, 

젊은이층들이 많이 줄어들고 나이가 고령화가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권

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드라마 내용이 그것과 아이와 연관돼 있어서 좀 많이 짜

증이 나구요. 그리고, 애가 있어야, 애를 낳아야지 이혼율이 더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 그것도 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사례 A1)

여성의 삶이 재생산에 일조하도록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관

심사와 에너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쓰이도록 규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Morell, 위의 책: 145).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암묵적 규제는 결혼

과 출산을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하게 하며,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는 관념을 강화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출산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내용은 현재 한국사회의 출산장려

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잘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출산정책은 강

력한 출산억제정책에서 포괄적인 출산지원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하여 현재 한국사회에는 과거에 실행하여 성공한 바가 있는 출산억제정책에 

반감을 갖지 않은 집단과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

단 간의 상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7) 

“저..음..거..‘출산파업’을 선언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소위 결혼적령기요 출산적령기라 칭

117) 옆의 그림은 인터넷 저널인 “일다”라는 싸이트에 실려 있는 것으로,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과거 산아제한의 시기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방식과 똑같이 행해

지고 있으며, “적게 낳아 애국!” 이었던 것이 “많이 낳아 애국!”으로만 바뀐 것의 한계

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의식을 압축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처: www. 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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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나이입니다. 고백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할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학교를 졸업하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저 뿐만은 아닐 껍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역시 부모님께 경제

적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문제를 해결한 경제력을 ‘충분히’ 갖춘 친구

는 없습니다. 다들 제 한 몸 간수하기도 헉헉거리는 판에 뭔노무 결혼이며 출산이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118) 

“제 한 몸 간수”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에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

으로는 거주할 공간이 있고, 안정적으로 일 할 직장이 있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갖

춰야 하는데, 20대 태반이 비정규직 아니면 백수인 상황에서 ‘제 한 몸 간수’가 말처럼 쉽겠습

니까?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고 10년만에 ‘내집’을 장만 하셨습니다. 이것도 일찍 장만한 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투기나 유산 뭐 이런거랑은 거리가 먼 분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본

인들의 월급만을 모아 장만하신거죠. 지금은 그때보다 소득 상승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월

등하게 높기 때문에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지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184만원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아파트 값 평균 3억 4천만원짜리)

를 사기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5년 4개월간 저축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디다.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공간마련(내집)의 어려움 만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는 대한민국에서 살아

가는 부모들의 특히 여성들의 ‘고달픔의 상징’이지요. “출산과 육아…” 엄마는 과연 다니던 직

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거디가다 한가지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사, 육아, 돈벌기까

지 해야한다니… 아으! 사회적 보육의 확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애기… 한국사회에서 

과연 언제 이뤄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요원한 상황이지요. 여하튼 저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낳은 나도, 태어난 아이도, 이래저래 고달픈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낳지 말자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119) 

어라.. 나만 이런 생각을 하진 않나 봅니다. 30세전 출산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통계를 알리는 

기사가 났어요. 캠페인이 없이도 누가 선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출산파업’이 이뤄지고 있

군요. 그 누가 저에게 그리고 이 젊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이기적’이라는 둥, 

‘귀족’여자라는 둥의 지청구를 날릴 수 있겠습니까? 끝120)

출산율 저하 경향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가 달

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지 않아 아이

를 낳을 수 없거나, 피임, 낙태, 그리고 여타의 이유에 의한 자발적 선택과 결정으

118) http://cafe.naver.com/kwangwoon61/629 ‘출산파업’을 선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에 등록된 글 

중 일부.

119) http://cafe.naver.com/kwangwoon61/629 ‘출산파업’을 선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에 등록된 글 

중 일부.

120)http://cafe.naver.com/kwangwoon61/629 ‘출산파업’을 선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에 등록된 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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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자녀 없는 결혼 생활을 선택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자신이 출산 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거나 등의 사회·문화·경

제적 사유와 자발적 선택이 결합되어 출산 경험의 깊이와 폭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고려되지 않은 채, 출산을 증

가시키는 것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에 다다르게 한다. ‘출산은 국력이다’ 혹은 ‘출산이 애국이다’와 같이 

여성을 출산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담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

다. 따라서 출산과 여성의 관계를 둘러싼 변화된 지형을 인식하고, 단순히 여성에

게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들이 출산과 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

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혼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 규범의 변화는 

다른 어느 제도의 변화보다도 핵심적이고 전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환을 이끌어 낼 

정도의 중요한 변화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가족 개념과 형태의 다양성을 포

괄하지 않는 출산장려주의는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모성 개념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출산하지 않는 모성 선택

면접사례들은 국가의 정책이 암묵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모성을 배제하고 있음

을 인식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낙태 이슈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과한 홍보 

전략들에 대한 거부감이 대표적이다. 

저출산 위기론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경

향이 있다.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출산을 늘리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 출산장려주의 

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낙태와 피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에서 낙태는 과거 출산억제기에는 임신중절로 독려되었고, 현재의 출산장려기에는 

낙태로 금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5년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필두로 진오비

(낙태근절운동본부)가 낙태 시술을 한 병원을 고발조치 하면서 낙태금지 이슈는 담

론적 경합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더 낳지 않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뿐

이다. 이 시기, 소파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의 외과적 시술과 더불어 피임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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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 피임의 기술이 보급된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며, 더욱이 도덕적으로 죄책

감을 수반하는 ‘낙태’라는 용어 대신 임신중절이나 ‘소파수술’121)이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낙태 문제 논의의 지형에서는 의도적으로 낙태라

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낙태를 생명경시풍조의 만연으로 바라보면서 도덕

적 비난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낙태를 금지하는 입장을 갖는 이들은 낙태로 죽어

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낙태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접근 하였다. 저출산의 문제가 사

회의 위기로 거대담론이 구성이 되면서 낙태불법화 운동의 금지 담론은 ‘생명’ VS 

‘재생산권’의 싸움에서 일면 ‘생명’논리에 주도권을 내 주었다. 

출산율 저하 경향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가 달

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지 않아 아이

를 낳을 수 없거나, 피임, 낙태, 그리고 여타의 이유에 의한 자발적 선택과 결정으

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자녀 없는 결혼 생활을 선택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자신이 출산 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거나 등의 사회·문화·경

제적 사유와 자발적 선택이 결합되어 출산 경험의 깊이와 폭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 사회의 유교적 관념의 지원을 받았을 가족제도, 

혼인, 자녀 등 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지고 가족구성행위가 다양122)해지며, 

출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고려되지 않은 채,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에 다다르게 한다.

한국사회는 출산장려주의 사회이다. 저출산·고령사회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를 출산장려에 초점을 맞추어 극복하고자 하며, 출산장려담론은 과거 출산억

제 성공 역사가 출산장려 역시 성공으로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여 저출

산이라는 국가 위기를 출산장려로 이끌게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이데

올로기의 특성으로, 자녀가 없는 가족의 해체를 위기화 하는 담론이 구성되어 자녀

가 있는 가족을 ‘정상화’. ‘건강가족화’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

해 국가의 성장동력이 불안정해지며,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성장발

121) 소파수술(搔爬手術): 자궁의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 자궁 내막의 병을 치료하거나 유산을 하였을 때 자

궁 속의 내용물을 긁어내기 위해서 하며, 인공 유산을 시키기 위해서도 한다.

122) 기존의 가족 구성 행위에 비해 그 구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다양함이 보여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등이 생겨나고 있거나 1인 가족 등의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울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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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출산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는 출

산이 곧 애국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출산장려주의의 근간을 제공한 위의 담론

들은 모두 현재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시각에서 형성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그 원인을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으로 환원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여성들의 혼인과 출산 기피 현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노동인력의 부족이라고만 진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대

응책을 출산 장려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

응할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

한 지점은 ‘돌봄(care)의 공백’에 대한 심오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근대는 성별 

분업을 전제하는 가족 모델에서 출발하여 많은 돌봄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도 남성과 함께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도 향상되었고, 직업 선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고, 그동안 확

고해 보였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책임자’라는 성별분업의 틀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은 그동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

의 공백 상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성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생계 부양자, 여

성=가사 담당자’라는 근대의 핵가족 형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여성들의 공적 영역 참여와 지위 향상으로 성별 분업의 전제가 갖는 한계

를 지적하는 것이며, 기존의 돌봄 노동을 전담해 왔고 전담할 것으로 상정되었던 

여성의 위치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은 무조건적인 출산장려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돌봄의 공백을 사회가 어떻게 책임 분담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제도와 작금의 지배적인 가치

관들은 이러한 변화된 젠더 관계, 출산에 대한 담론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조건

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 ‘출산은 국력이다’ 혹은 ‘출산이 애국

이다’와 같이 여성은 출산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담론은 더 이상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 역시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출산과 여성의 관계를 둘러싼 변화된 지형을 인식하고, 

단순히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들이 출산과 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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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 규범의 변화는 다른 어느 제도의 변화보다도 핵심적

이고 전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환을 이끌어 낼 정도의 중요한 변화이다. 혼인과 가

족 규범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섹슈얼리티라 할 수 있는데, 섹슈얼리티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에 혼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다. 혼인 연령의 증가나 독신의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는 더 이상 혼인, 그

리고 그 혼인 안에서의 출산을 통한 가족 구성이 더 이상 선호되지도, 삶의 필수적

인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의 경우, 가족 개념과 형태가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혼인 밖에서의 출산은 여전히 낙태로 

이어진다. 또 이혼이나 재혼 시 자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 입양의 제한, 혈연 중

심의 불임가족 지원, 동성 가족 불인정,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권리 미보장 등 상

당히 단일한 가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혼인-임신-출산-양육이 하나의 연

속체가 기능하였던 반면, 지금의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는 분절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이성애 가족과 이들의 혈연 중심 자녀만으

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화하는 방식은 이러한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 젠더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 가족’이라는 틀로 어떠한 한 가족 

유형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고 이를 목표로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기존의 가족 

틀 내의 출산만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여전히 혼인을 통해 구성된 가족 

이외의 출산은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섹슈얼리티의 지형과 가

족 구성이 변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때 어떤 출산이든

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가족 개념과 형태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않

는 출산장려주의는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모성 개념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부장제 사회123)에서, 특히 한국적 가부장제 맥락에서 ‘모성’은 담론적으로 ‘기

능’하면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모녀관계가 갈등으로 점철되고 화해의 몫으

로 남겨지고, 고부갈등은 '현명'하게 극복되어야 할 숙제가 되는 동안 아들들에 의

해 찬양되는 어머니의 ‘정치학’124)이 작동되고, ‘효(孝)’라는 미명 하에 국가를 대

신해 가족을 지키고, 피임 기술의 보급과 피임에 대한 욕구를 국가의 수요에 맞추

어 자녀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자기희생을 통해 ‘강한 어머니’가 됨으로써 ‘자아

123) 모성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고, 모성의 위치는 가부장적 질서가 구조화 되어 가는 과

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124) 「어머니 수난사」,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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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하고, 모든 여성은 생물학적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

는 경우, ‘이기적’이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감수해야만 

하는 방식으로 ‘모성’이 구성되어 온 경험과 역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

은 한국적 상황에서 구성된 모성은 낙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낙태불법화 운동에 힘을 실

어주고 있고, ‘임신차별금지’라는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제시125)하고 있으며, 과거 

피임 기술의 보급과 낙태 조장의 역사, 산아제한의 역사, 성감별 낙태의 역사와 판

이하게 다른 ‘생명’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의 ‘생명’을 논하고 있다. ‘누구’의 ‘낙태’

가 정당한가의 ‘누구’를 구성해 온 방식은 상당히 모순되게 나타나며, 국가가 여성

을 출산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러한 관념을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모

성’의 개념화 방식에 그 혐의를 둘 수 있다. 출산율 저하 경향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들의 모성과 출산 경험 차원의 변화는 더더욱 확연하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피임, 낙태, 그리고 

여타의 이유에 의한 자발적 선택과 결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 낳기를 미

루거나, 자녀 없는 결혼 생활을 선택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자신이 출산 

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거나 등의 사회·문화·경제적 사유와 자발적 선택이 결합되어 

모성과 출산 경험의 깊이와 폭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해짐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이는 과거 한국 사회의 유교적 관념의 지원을 받았을 가족제도, 혼인, 자녀 등 

한국 사회의 모성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가

족이 출현126)하며, 결혼과 출산의 태도가 달라지고,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일원화

되었던 정체성, 어머니의 지위, 위치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적어도 한 가족 안에

서 어머니, 며느리, 아내라는 지위가 안정적인 정체감을 획득하는 수단(신경아, 

1997:44)이 되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단일하고 유일한 정체감 획득의 수단

이 아니게 되면서 이를 체득하고 수행해 왔던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다.

낙태의 문제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결과까지도 여성이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전적으로 여성 외부에 

125) 2009. 12. 3. 국회 홍일표 의원 주최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프로라

이프의사회 최안나 대변인 발표자료.

126) 기존의 가족 구성 행위에 비해 그 구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다양함이 보여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등이 생겨나고 있거나 1인 가족 등의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울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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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딜레마를 갖는다. 홍지수(2011)도 한국 사회에서 낙태를 포함한 여성

의 재생산 활동은 주로 출산관련 정책의 관점에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

성의 권리 및 건강의 관점에서는 다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낙태를 포함한 여

성의 재생산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여성의 입장에 기반 하여 다뤄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면접 사례들에서 낙태 경험이 있는 이들은 11사례에 해당하였다. 낙태 경험이 

있는 면접 참여자들은 모두 스스로를 몸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진 존재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기획하는 것이 낙태가 제도적으로 금지되

느냐 인정되느냐의 문제 보다 우위에 있었다. 여성의 출산적 모성을 둘러싼 선택과 

결정은 자신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신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

회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연관된 삶의 기획이 되고 있다. 

인공수정과 같은 재생산기술의 발달은 임신과 출산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

라 모성(motherhood) 개념, 그리고 친족(kinship) 개념을 바꾼다. 불임시술을 계획

하고 있는 (사례 A3)의 경우 과거 두 번의 낙태경험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가지

고 있다. 낙태 경험은 ‘불임’이라는 현재적 상황과 관련하여 복잡한 의미망을 형성

한다. 낙태경험은 임신경험이기도 하다. 두 번의 낙태 경험은 스스로를 생물학적 

출산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의미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기나 조건을 고려하여 

더 나은 상황에서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당시 낙태결정을 할 때의 갈등의 상황과 결정된 결과 사이에 간극이 보인다. 보통

은 죄책감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갈등일 것으로 예견되나 그와는 다른 맥락이 존

재함을 보여준다. 

우리 신랑 사이에서 두 번의 낙태 경험이 있는데, 한번은 결혼 전에 같이 살기시작했을 때이

고, 한번은 그 전에 연애중일때 헤어졌다가 다시만난 상태였는데 그때였지. 신랑은 결혼하자 

했엇고, 되게 좋아했지. 낳자고. 근데 그 당시는 내 스스로 결혼할 준비도 안되어 있다고 생각

했었고, 애도 한방에 생기는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고. 항상 내 우선순위에서 밀린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비

교적 결정이 쉬었지. 두 번째는 풍진주사 때문에 황당했었지만.(사례 A3)

그 때 당시 상당한 갈등이 있었지. 그 때 낳았으면… 내가 숙제같다고 했잖아. 숙제. 지금… 

지금 낳을 생각을 하니 사실 끔직해.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

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지 알고 있으니까 죄책감이라든가 이런게 없었지.(사례 A3)

서른 네 살에 결혼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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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찍 결혼해도 되나?”하는 생각을 했어. 내가 이 나이에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그랬을꺼야. 자아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개인 인간으로서 세웠던 계획

들… 어떤 지위, 어떤 모습, 30대에는, 40대에는 이런… 그러다보니 늦게 결혼했다고 생각했

고, 아이를 갖고 싶었어도 늦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애를 갖는게 항상 우선순위가 아니

었어. 그건 마흔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사례 A3)

(사례 A2)는 생물학적 출산 능력이 있으나 아이 없는 삶을 계획하고 있다. 본인

의 생애 기획에 아이 낳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출산을 장려

하는 것은 정책과 개인의 권리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생물학적 출

산은 여성의 생애 기획에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사안이며,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낙태 결정을 하게 된다. 불법이라는 것의 의미가 부여하는 위법성과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 보다 우선하는 것은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이다.  

나는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 낙태한 적이 있거든. 당연히 낙태했지.(사례 

A2)

요컨대, 출산장려주의 정책에 대해 몸에 대한 제 권리의 입장에서 접근 된 논의

들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 젠더 관계와 섹슈

얼리티의 지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산 장려만을 통해 ‘저출산 사회화’나 ‘돌봄 

노동의 공백’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출산율이 저하한다는 것은 인구학적 경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출산에 대한 태도와 문화,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출산을 독려하는 방식의 출산장려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는 것이다. 이는 출산장려주의가 정착한 2004년127)부터의 출산율 저하 상황과 관

련하여 고안된 여러 대안과 정책들을 통해서도 간파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극복

과 ‘돌봄 노동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출산’을 장려하거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안128)을 모색하는 방식의, 비단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루는 것이 

127)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 당 평균자녀수)이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으로 떨어지면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출산율 저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적 ‘위

기’로 인식되었으며, 떨어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기구와 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 등

이 2003년 대통령정책실 산하 ‘인구고령사회 task force team’(現,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부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지자체별 출산장려 

방안 및 효과성 분석 등, 출산장려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 1.08명,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이었다(통계청).

128) 암묵적으로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를 여성으로, 생계부양의 일차적 책임자를 남성으로 상정하고 있는 한

국사회에서, 남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안은 정책적으로 논의 되지 않는다. 기업문화가 가족친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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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회 전체가 돌봄을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입양기관은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중앙입양정보

원, 한국사회봉사회, 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전국 22곳이 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로 2013년 6회째를 맞고 있다. 입양 역시 국가 성장논리의 영향 

하에서 2004년을  전후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며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국

내 입양이 국외입양을 넘어서게 되었다. <표 7>은 국내 입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표 8은> 미혼모의 아동이 압도적 다수임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는「입

양특례법」을 개정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원가정 보호

를 강조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아 입양법 제정 (’61 제정, ’76 폐지), 입양특례법 

제정 (’76.12.3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부개정 (’95.1.5), 「입양

특례법」으로 개명 및 전부개정 (’11.8.4, ’12.8.5 시행예정), 「입양특례법」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12.8.5 시행예정)하고 있다.129) 정부가 입양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관하다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입양과 미혼모에 대해 가

지고 있는 통념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국외입양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혼모의 입양이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사회문화적으로 미혼모의 복합적 

위치를 상정하지 않고도 왜 미혼모는 아이를 양육할 수는 없는가 하는 단순한 물

음을 갖게 한다.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좋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중요함을 부각하는 경우는 있으나 남성

의 일-가정 ‘양립’ 방안이라고 하지 않는다.  

129)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국외입양의 감축을 위하

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양부모 자격 강화와 입양숙려제 등 입양아동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

선을 위해 (가정법원 허가) 국내외입양의 가정법원허가제 도입으로 입양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

화, (양부모 자격강화)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자의 양부모 자

격 제한, (입양숙려제) 아동의 출생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한 입양동의만 효력 인정, (파양) 양친이 양자를 

학대하는 등 복리를 해하는 경우와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 시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조항 명시, (사

후관리)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및 서비스 제공내용 명시, (정보공개) 입양아동이 본인에 대한 입양정보를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에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게 양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민법의 친양자제도)를 인정하였고, 입양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중앙 입양원을 설립․운영 하고 있다. 중앙 입양원은 (재)중앙입양정보원의 법

적근거를 마련하여 ’09년부터 설립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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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99년

까지
 ’00 ’01 ’02 ’03 ’04 2004년

이전 ’05 ’06 ’07 ’08 ’09 ’10 ’11

국내
142,103

(31%)
57,791 1,686 1,770 1,694 1,564 1,641 66,146 1,461 1,332

1,388

(52%)

1,306

(51%)

1,314

(54%)

1,462

(59%)
1,548

(62.8%)

국외
319,656

(69%)
143,338 2,360 2,436 2,365 2,287 2,258 155,044 2,101 1,899

1,264

(48%)

1,250

(49%)

1,125

(46%)

1,013

(41%)
916

(37.2%)

계 461,759 201,129 4,046 4,206 4,059 3,851 3,899 221,190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미혼모
아동

시설
아동

결손
가정 등

계
미혼모
아동

기아 등
결손
가정 

’00 1,686 1,350 234 102 2,360 2,356 2 2

’01 1,770 1,428 221 121 2,436 2,434 1 1

’02 1,694 1,344 203 147 2,365 2,364 1 0

’03 1,564 1,181 210 173 2,287 2,283 2 2

’04 1,641 1,250 236 155 2,258 2,257 0 1

’05 1,461 1,095 172 194 2,101 2,069 4 28

’06 1,332 1,011 115 206 1,899 1,890 4 5

’07 1,388 1,045 118 225 1,264 1,251 11 2

’08 1,306 1,056 86 164 1,250 1,114 10 126

’09 1,314 1,116 70 128 1,125 1,005 8 112

’10
1,462 1,290 46 126 1,013 876 4 133

(100%) (88.2%) (3.1%) (8.6%) (100%) (86.5%) (0.4%) (13.1%)

’11
1,548 1,452 34 62 916 810 9 97

(100%) (93.8%) (2.2%) (4.0%) (100%) (88.4%) (1.0%) (10.6%)

<표 7>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 명)

출처: 2013.5.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 8> 국내외 입양/ 아동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현황(’00~’11)

출처: 2013.5.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양모인 (사례 A4)가 말한 것처럼 연장아(만 1세 이후 아동)를 입양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한다. (사례 A4)는 본인이 0세 아이를 입양한 이유를 연장아

를 입양하면 더 힘들기 때문으로 구술하였다. 더 힘들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적 시

선으로부터의 낙인이나, 아이가 성장기에 입을 상처를 우려한 ‘힘듦’이다. 신생아 

시기의 아이를 돌보느라 “죽을뻔” 했지만, 또 입양을 하게 되더라도 연장아 보다는 

0세 아이를 입양할 의사가 있음을 말하였다. 입양아를 키우는데 있어서 육체적 힘

듦보다 사회적 낙인이 더 힘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장아를 입양하면 더 힘들어. 연장아를 첫아이로 입양한 경우보다 자기 자식이 있으면서 더 

낳을 수 없는 경우나, 늦둥이로 입양하거나 그런 경우 연장아를 입양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닮은 사람을 많이 해주더라고.(사례 A4)

(사례 A4)는 결혼 14년차이고 남자쌍둥이를 입양하여 키운지 6년이 되가고 있

다. 원래부터 아이를 싫어했고, 남편과도 아이 없이 살자고 합의를 하고 살아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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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례 A4)는 현재 모성이 너무 많아 걱정일 정도로 모성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의미부여하고 있으며, 삶의 지향도 아이가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

례 A4)는 아이의 의미가 달라지는 계기가 한 번의 유산 경험이었다고 소회한다.  

난 너무 모성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야. 진짜 솔직하게. 사실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야. 

난 원래 애가 싫었어. 시끄러워서. 근데, 애가 있을 때하고 없을때 너무 달라졌어. 내 자신이. 

알다시피 할 일들이 많잖아. 나의 가치도 달랐고, 해야 할 일, 일도 많고, 그래서 애가 주변에 

오는 것도 싫었고. 결혼 전에도 애가 생기면, 아니 애를 키우고 싶어지면 입양을 해서 키우자 

할 정도로 남편하고는 그 전부터 얘기를 해 왔었고, 하여간 할 것도 많았고, 애라는 존재가 나

한텐 되게 거추장스러웠어. 그러다가 내가 99년도에 결혼을 했고, 쭉 그렇게 살다가 2007년 

말에 갑자기 애가 생겼어. 실수로. 뜻하지 않게 어떻게 하다보니 생겼어. 피임이 실패해서라기

보다는 성관계를 거의 안하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했는데 생겼어. 얼떨떨했지. 그렇다고 낙태

를 할수도 없고. 어? 낳자! 이렇게 된거지. 근데 어떨떨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유산이 되어버렸어. 난 내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난 되게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게, 

[평소대로] 일을 막 했어. 그냥 뭐… 되게 피곤하더라고. 임신초기에 되게 피곤해. 그걸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되는데, 전혀 몰랐던거지. 사실은 걱정도 안되고 아이의 소중함도 몰랐고. 그

러면서 3개월, 보통 12주면 안정된 단계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병원에 정기검진을 하러갔는

데 애가 심장이 안 뛴다고 이검사, 저검사 막 하는거야. 4개월로 접에 드는 단계였는데 완전

청천벽력이었지. 너무 쇼크를 먹었지. 그래서 유산수술을 하고 애가 죽어서 붙어있으니까 떼

내야 하잖아. 어떻게 집에왔는지.(사례 A4)

(사례 A4)는 사회의 통념도 문제이지만 본인이 입양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들이 입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 역시도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입양한거 굳이 모르는 사람들, 얘기 하지 않아. 왜냐면 자기네 맘대로 생각해버리니까. 입양했

다고 하면 자기네 맘대로 ‘되게 착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싫

어. 혹은 ‘쟤 불임이라 그런거야’ 막 이러고. 불쌍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건 프라이버시다. 근

데 굉장히 말이 많거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일이 따분하니까 말들을 많이 해. 나에 대한 것 

같이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하는거에 대해 너무 기분이 나뻐. 사실 그런 

통념에 부딪힐 때도 많아.(사례 A4)

이모님도 내가 연고 이런거 의약품이런거 사실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바르지 말라고 

하면, 말을 해도 꼭 어떻게 하냐면 ‘지몸뚱이 아니라고…’, ‘OO이 엄마랑은 체질이 달라~’ 막 

이렇게 말하고,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를 크게 부각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게 있어. 

상처라기보다는 기분이 나쁘지. 생긴것도, 우리유전자 닮아봤자 차라리 안닮은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닮아 좋은것도 있겠지만 안좋은 것만 닮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무 연관

이 없는데.(사례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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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3)는 현재 마흔살로 지금까지 출산의 경험이 없으며, 불임시술을 통한 

임신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노산”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불임”

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시술의 과정이 힘든 과정이 될 것을 예견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 A3)는 개인의 주체적 판단과 해석, 그리고 합리적 선택

으로 각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한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사고하고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노산”이라는 말이 생겼어도,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낳을 수 있고, 

왜 불임인데, 시술로, 최고령, 57세에 출산한 사람, 얼마 전에 있었잖아. 물론 여러차례 시도

했겠지만. 그리고 대리모를 쓸수도 있는거잖아? 선택가능한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갖고 

싶다고 하면서도 급히 서두르지 않았다는 건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런 영향도 있지.

(사례 A3)

성공률이 낮을수도 있고, 임신, 내가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 없지만, 장담할 수 없지만… 불임

률이 상당히 높잖아. 그것도 이유가 없이. 요즘엔… 체외수정도 몇 년씩 안되는 사람도 굉장

히 많고. 많이 봤고, 책에서 읽었고… 될지 안될지 장담을 못하겠어.(사례 A3)

(사례 A3)는 남편의 나이와 남편의 생활패턴을 이유로 불임시술을 계획하고 있

으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대리모를 쓸 수도 있지만 없는 채로 그냥 살수도 있다

고 하였다. (사례 A3)처럼 생물학적 끈의 의미로 아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입양은 선택 가능한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한 방울 안섞인 부부를 핏줄로 연결시켜 줄수 있는 그런… 균형점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필요

한 거지… 혈연, 핏줄이 땡기는거지. 내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진 몰라도,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가 있었으면 해서, 아이가 있는 삶을 원하는 건 아냐. 입양을 원하진 않아. 세

상에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줄이야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 내 

애를 낳고, 입양을 더 하고 싶다. 근데 생각이 변하는 것 같아. 안생기면, 안 낳을 계획이지 입

양은 아니야. 대리모는 모를까.(사례 A3)

애 남은거를 떼어내는 수술을 2008년 1월에 하고, 너무 아프더라고. 소파수술이라고 하지. 흔

히 낙태하는 수술이랑 똑같은거야. 마취하고 깨어났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하여간 그랬는데, 

상실감이 되게 컸고, 되게 슬펐어. 애기가 되게 불쌍했고. 근데 그게 남들처럼 오래가지 않았

어. OO이, O△이가 있어서 그런것같애. 하여간 내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난 그 아픔

이 한 2주일만에 없어져버렸어. 출근도 안하고 집에서 쉬면서. 심리적 아픔이 사라져 버린게 

2주야. 그까는 소파수술을 하고, 애기가 한 번 생겼다 없어지니까 애기가 너무너무 소중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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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 임신을 해야겠다! 그 기쁨이 있더라고.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너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느낌이,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 물론 남편도 되게 잘해주고. 

하여간 생명이 뱃속에서, 내가 엄마가 된다는 그 느낌이 난생 처음으로 나한테 다가온거지.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생각을, 엄마가 되야겠다 생각을 했지. 그래서 병원에가서 배란 잘

되는 주사를 맞고 그땐 너무 급해서 애를 낳을려면 빨리 낳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 두달을 

날을 잡아서 성관계를 하다가, 내가 무슨짓이야. 남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초심이 생

각이 난거지. 세상에 부모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 유전

자에 집착을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아니지. 그러면서, 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사례 A4)

그러면서 남편이랑, 나 천주교 신자거든, 천주교에서 하는 입양원에 갔어. 주보에 맨날 나오거

든.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 내가 자원봉사를 할라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애는 없고 그

렇다고 안받아주더라고. 암튼, 그래서 유월에 거길 남편이랑 바로 갔어. 상담을 하러갔는데, 

거기서 예비부모 교육이 있대. 그래서 간김에 그냥 마음에 결정도 안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

으면서, 어떻게 그냥, 뭐, 모든게 뭐, 신청을 하러갔는데, 그냥 남편이랑 뭐, 우리남매 쌍둥이

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과거에는 한 친구한테 내 배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낙태를 할꺼야 그런, 그런 함부로 된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지금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생각이었지만. 난 했었어. 우리, 꼭 딸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

다는 거지. 그런데 수녀님이 그때가 유월이잖아, 근데 시월에 태어날 남매 쌍둥이가 있다는거

야. 네? 시월에 태어날 남매 쌍둥이가요? 그러면서 모든게 다 일사천리로, 그냥… 그러고 마

음의 결정을 하기로, 우리가 입양을 하기로 하고 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다시 전화

가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물었더니 초음파가 쫌 문제가 있었는지 남매쌍둥이가 아니

라 아들 둘이래는 거야. 그니까 나는 그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왜냐면 나는 셋을 키울 

생각은 없고, 하날 생각했다가 둘인데, 둘이 아들이면, 인제 끝이잖아. 진짜 고민이 많이 됐

어.(사례 A4) 

양가 집에도 남매 쌍둥이랜다, 막 시끄러워지면서 온갖 반대. 막. 엄마아빠는 엄마는 좀 깨인

분이야. 몰랐어. 우리 엄마는 단지 한명만 해라. 힘드니까. 쌍둥이 키우다 너 죽는다 힘들어서 

이러고, 아빠는 왜 애를 낳으려고 더 해보지, 우리 작은 오빠가 올케 언니가 불임이거든. 애기

가 없거든. 오빠가 입양을 하면 모를까, 갑자기 니가 무슨 입양이냐. 막 이러면서 우리아빠는 

막 반대하고, 우리 시어머니도 할래면 딸로 한명만 해라, 그러시고, 하여간 그런걸 다 뚫고 해

놨는데, 그다음의 난관이 나한테 온거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진짜(한숨). 수녀님이 

다른 아이도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 얘기도 듣고 막 그랬어. 그전에는 막 기도를 했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갑자기 아들 둘이라니까. 헉. 난 늘 딸의 엄마

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순간에 우리남편이, 우리 남편이 한번도 그렇게 쎄게 얘기

를 안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거야. 이미 이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 왔고, 자기

는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대. 그래서 그말을 들으니까. 그래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 우리 

뱃속에 들어왔어 싶더라고. 그래서 했어. 입양을.(사례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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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입양을 결정했어도 그게, 그걸 바로 안하고, 그니까 수녀님이 애들이 태어나면 보고서 

꽝 결정을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쨓거나 그 전에 준비는 해 놓고. 입양수속 자체

가 애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거지.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날이 시월 O일에 제왕

절개로 태어난다니까 회사에다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저 다다음주에, 입양은 출산휴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인권위에 진정했었어. 왜 출산휴가가 안되냐. 돈차이가 크거든. 출산휴가

는 유급인데, 육아휴직은 50%가 밖에 안주거든. 암튼 회사에다가 저 육아휴직을 쓰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애도 없는데 무슨 육아휴직이냐는거야. 애가 곧 태어납니다. 이러이러해서 

입양합니다. 2주후에 육아휴직 들어가겠다 했더니 발칵 뒤집어 졌지. 되게 보수적인 회사잖

아. 창사이래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아마 입양한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 경우는 남자였고, 

그런 사람들은 비공개로 했고, 여자였어도 아마 가임신이나 이런걸로 해서 입양한 사람들이 

꽤 있을꺼야. 여자가 했으면 아마 가임신을 하면서 했을것이고, 남자가 했으면 아무 티가 안

나니까 그랬을 꺼고. 그래서 들어왔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거를, 태어나자 마자 아이들이 떨어져가지고, 생물학적 엄마로부터 떨어

져가지고 병원을 옮겼어. 그래서 신생아 실에 우리 아들이 태어난지 3일후에 가서 보는데 우

릴 알아보는거야. 너무 작고(잠시 울먹거림), 그래서 빨리 그 아이들을 보니까 빨리, 누구나 

다 그럴꺼야,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낯설어. 근데 정말 작고, 그래, 근데 내가 이제 

키우면서는, 그래서 어쨓거나 2주 후에서나 데려올 수 있게 됐어. 태어난 날부터 주말마다 가

서 보고, 퇴근하고 가서 보고, 산모는 일단 눈물로 지새우고는… 열일곱살인가 그랬어. 그 덕

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지. 젊고, 천주교 신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

서, 2.5, 2.5키로그람으로 둘이 똑같이 태어났어. 보통 쌍둥이여도 안그러거든. 그리고, 38주 

꽉 채우고 태어났고. 건강하게. 이게 한번 보고나니까 엄마나 아빠의 케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거기에서 그렇게 있는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거야(잠시 울먹거림). 그러고 있다가 잠깐 

위탁하는 가정에 갔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생모와 생물학

적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수녀님이 옛날부터 아는 집이야.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 외할아

버지는 대학 교수고, 맘이 막 불안해서, 맘이 변해서 이집에서 다시 데려가는거 아니야, 막 불

안해가지고. 수녀님이 이집은 애 못키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2주가 막 빨리갔으면 좋겠는거

야. 그래서 휴직을 하고 들어가서 3개월을 들어가서 키웠어. 더 키울려고 했는데, 본사 발령도 

있고 해서 나오게 됐어. 근데 3개월동안 진짜 죽을뻔했어. 진짜. 몇주는 한준가는 내가 혼자 

있고, 내가 안낳았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다음엔 힘드니까 가사 도우미를 들였는데 꽝

이야.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인제 쭈욱 35개월까지 쭈욱 키워준, 지금도 물고 빨고 하는 이모

님을 만났어. 나는 신자니까 다 이 아이들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그냥 쑥쑥쑥쑥 됐고, 이 키

워주신 이모님도 가사도우미를 찾다가 만나게 된거야. 이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회사를 

못다녔겠지. 아니면 휴직을 계속하던가. 이 이모님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애들이 버

릇이 나빠질 정도로.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쌍둥이라, 휴직을 하고서도 아

이를 혼자 못키워. 정말 힘들어. 두명이어서. 정말. 정말 힘들어. 나는 잠을 못자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남편이랑 나랑, 잠은 우리가 데리고 잤으니까. 쌍둥이는 나눠서 둘이서 돌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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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24시간을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이 최상이다. 나는 그렇게 들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 신생아는 진짜, 남편이랑 나랑 잠을 거의 못자. 처음으로 세시간을 내

리자고는 어휴 정말 살것같다 그랬어. 정말 잠을 못자서 죽을것 같아. 죽는줄 알았어. 그리고 

계속 안아줘야 하니까. 얘를 안으면, 얘는 업어야 되는데, 어릴때는 목을 못가누니까 못 업거

든. 나혼자 이렇게 키우던때는 어떻게 하면 둘을 같이 안을 수 있을까. 계속 우니까. 어떻게 

하면 둘을 우유를 먹일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최대의 과제였어. 막 둘이 아아아아~ 계속 진짜 

계속 울거든. 그러니까 내가 휴직을 한 동안 머리도 일주일에 한번 간신히 감고, 세수도 삼일

에 한번 간신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고구마를 삶아 놨는데 손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겠는거야. 그렇게 해서 물구 빨고 키웠지. 그러고부터 모성이 생긴거지.(사례 A4)

우리 오빠네가 같은 동에 사는데 애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애 한명 업어달라해도 업지도 못

해. 애가 있었으면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을꺼야. 못해. 업었는데 애가 막 울어. 왜 우나 보면 

애를 등을 대고 업고 있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할지를. 그러니까 그게 달라. 나도 애를 키

워봤으니까 아는거지. 내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지. 내가 오죽하면 그런 사람까지 오라해서 도

와달라 했겠어. (사례 A4)

입양할 아이들의 생물학적 할아버지가 교수래. 그게 컸지.(사례 A4) 

아직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엄마 아빠 심장에서, 가슴에서 뿅하고 나왔다고 말해.(사례 

A4) 

다른 사람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애들한테는 공개입양, 애들한테는 슬슬 얘기해야 하니

까, 지금도 틈틈이 얘기해. OO이 O△는 엄마, 아빠가 두명씩 있다. 남들은 다 한명인 사람들 

많은데, 낳아준 엄마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 OO이 O△는 엄마 심장에서 푱 튀어 나왔어. 막 

이래. 그럼 애들이 그러지 낳아준 엄마는 누군데요? 이름이 뭐에요? 엄마도 몰라. 아아 OO이

모?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아냐, OO이모는 사랑해서 키워주신 이모님이고, 낳아준 엄마

는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 해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도.(사례 A4)

나는 입양이라는 거는 인류가 존재해 왔던 이래로 늘 존재해 왔던 가족형성의 방법이라고 생

각해오고 있거든. 아무것도 아냐. 마음이 아플것도 없어. 근데 하나 마음이 아픈건 혹시나 OO

이 O△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그건 쫌 마음이 아파. 근데 그거는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버림이 아니고 대단히 용기있는 사람인것 같아. 사회가 이러이

러한데 낙태를 하지 않고 낳는 것. 큰 사랑이고 용기인거 같아. 낳아서 키운 사랑 이상으로.

(사례 A4)

엄마 아들이 돼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지.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거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생각만 해도. 옛날에는 그 얘

기만 하면 울었어. 근데 입양모임에 선배들 있잖아. 그냥 받아들인대. 신파소설 쓸 필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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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대. 쇼크도 안먹고.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냔거지.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들

이 키워준 부모가 싫을때나 그런거.(사례 A4)

“낳아준 엄마도 엄마지만 나도 진짜 엄마야.” 난 맨 첨에도 그랬지만 생물학적 엄마 만나게 

해줄꺼라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입양가족도 많이 있어. 좋은 거지. 아이가 자체가 인성이 

좋고, 부모와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낳아준]그 엄마가 내 진짜 엄마야 이러지 않을 것 같아. 

문제가 있을 때 얘긴거지. 잘 키우는게 문제지. 보통은 엄마가 안만나려고 하지. 엄마가 안 만

나려고하면 그게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 이 엄마도 속이고 결혼했어. 잘 살아. 하여간, OO이 

O△는 두명이어서 좋을 것 같아. 정이 그렇게 쌓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데… 

엄마가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고 갑자기 아줌마 그러겠어? 걱정 안해.(사례 A4)

이모는 계속 그래. 애들한테는 그 얘기 안하면 안돼? 계속. 친엄마가 나타나면 어떡해. 막. 나

는 그래. 나타나면 좋죠. 선물도 두배로 받고. 우리 엄마도 말은 안해도 그 걱정을 하시나봐. 

OO이, O△이 없으면 나 죽을텐데, 나타나서 달라고 하면 어쩌나 싶은거지. 근데 나나 남편은 

그런걸로 걱정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사례 A4)

제4절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출산적 모성의 재구성

기존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뒷받침 해 오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약화되고 여성

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출산적 모성 담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이

루어져 왔다. 여성들은 출산적 모성을 인식하는 근거를 출산이라는 행위 여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의 맥락에서 출산 이전시기의 제반 경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

산 행위와 무관하게 출산적 모성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모성이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물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변화된 주체에 의해 출산적 모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출산적 모성의 재맥락화

한국 사회에서 생물학적 어머니를 둘러싼 어머니 활동과 모성은 여성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와 여성은 동일시된다. 그러나 여성이 

어머니로, 여성다움이 모성과 동일시되는 인식과정에는 가부장제의 의도적인 개입

이 매개된다(김민정, 2002; 301). 또한 ‘모성=여성성’의 공식도 생물학적 어머니 

담론의 영향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모성의 사회적·역사적 구성에 대

한 연구는 모성을 본질화시키고 신비화시키는 담론에 대한 저항 담론의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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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모성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인식은 모성을 

제도화하는 방식과 모성의 제도화에 작동하는 사회 세력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요

구하기 때문이다(조은, 1999). 모성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고, 

모성의 위치는 가부장적 질서가 구조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성과 여성성은 오랜 시간 동안 결속력을 가져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여자라

면 당연히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여자라면 당연히 천성과 본능에 의해 양육을 잘 

한다는 관념에 의해 모성과 여성성은 긴밀하게 연루되어 왔다. 때문에 모성실천을 

하지 않거나 모성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컨대 아이를 낳지 않거

나 아이를 예뻐하지 않거나,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거나 아이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소위 여성의 일로 여겨져 온 일들을 잘 하지 못할 때, 여성적이지 않다거나 

여성성이 부족하다, 여성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여성 일반을 모성의 자

연스러운 담지자로 여기는 사회ㆍ문화에서는 모성 수행 외의 다른 일을 수행할 때, 

저평가 될 뿐 아니라 잘못 해석되는 딜레마를 겪게 된다(보리스 Boris, 1994).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모성개념 변화를 결과하며, 역사 속에 존재해 왔으며, 특정시기에 급격히 나타난 

현상이나 집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출산하는 자와 

출산하지 않는 자로 이분화 되어 왔다. 즉 잠재적 어머니 담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

은 모든 여성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성을 갖는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어머

니가 되며, 어머니는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이며 아이양육에 적임자라는 것이다. 모

성인식과 여성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해주는 출산은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세부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분하여 살펴본다. ‘여성성

(femaleness)’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행해 온 생물학적 출산과 양육역할이 근

간이 되어 만들어짐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되어

야 함이 강조되었고, 어머니가 되지 않을 선택을 한 여성들은 모성과 여성성이 부

재한 여성으로 인식된다(Morell, 1994: 2).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 변화는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출산적 모성에 대한 인식

과 이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 재맥락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여

성은 모성의 담지자로, 생애 언젠가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될 것이 기대된다. 여성

은 출산ㆍ모성의 담지자로 ‘상상되는 집단130)(imaginative collective)’으로서의 

130) 상상을 통해 결집한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롱기노와 러딕이 대화를 통해 얻어낸 개념이다.「모성적 사



- 148 -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출산ㆍ모성을 기피하거나 선택, 저

항하는 주체의 행위성과 무관하게 작동되는 집합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계급, 학력,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

고 기를 것으로, 모든 여성을 잠재적 어머니로 상정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잠재

적 어머니 담론은 모든 여성이 생물학적 출산자 어머니로 생애 언젠가는 ‘어머니’

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Ruddick, 2002). 

면접 사례들의 구술은 한국 사회가 모든 여성이 출산을 통한 생물학적 어머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내면화하면서도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간파와 각자 삶의 행위주체로서 개인 생애의 맥락에서 출산적 모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는 낳을 계획이지만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지.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애국하려고 낳는 건 아니야. 옛날엔 낳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낳으라고 하고 그러

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로봇처럼 막 생산을 막 쑥쑥쑥쑥 해낼 수 있

는 문제도 아닌데.(사례 A1)  

천성이건, 본능이건 이런게 아니라 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거지, 전혀 상관이 

없어. 요리든 뭐든,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게 여성이고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성의 특징 중에 세심함, 돌봄, 배려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도 맞물리는 정서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거 같구. 그러니까 아이에 대

한 어떤 세심함, 배려, 돌봄이, 발현, 어, 될 수 있는 여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

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애, 바라볼 수도 있을 거 같애. 너는 모성이 없다? 아니면 여성성이 없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 하지만 모든 여자들이 결혼해

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여성성 중에 그게 없어도 여자는 여자 아냐? 그리고 음. 여성성 자

체가 없어도 여자. 내가 되고 싶어 되는건 아니지만 아무튼 생리하고 가슴나오고 여자.(사례 

D4)

나는 여자로서의 삶을, 여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어. 보통사람들의 생각엔 임신이라든지 

어머니가 되어 보는 경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나는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여도 나는 

이미 여성인 걸. 딸이, 딸이고 여성이었지. 여성이고. 할머니가 돼서도 여성이지. 난 내 스스로 

어머니정체성 없이도 여성성을 가진 여자인 존재로 나를 생각해. 당연한거 아닌가?(사례 D4)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않는 현실은 비단 아이를 낳지 않을 결정을 한 것만

으로 결과되지 않는다. 생물학적 몸은 여성이나 본인을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유」, 사라러딕(1995), 이혜정 옮김, 2002, 철학과 현실사. p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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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5)의 경우, 여성성과 모성은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현실

적으로 친 언니의 두 아이가 (사례 D5)의 아이로 입양되어 있고, 이 아이들에게 경

제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자신에게 모성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거시적으로 모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니까 나는, 내 아이에 대, 내 아이, 그니까는 어떤 책임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

끼고 사랑하는 조카들을, 하루나 이틀, 한 달 두 달은 봐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

질 수 없고, 어? 그리고,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없다면, 나한테, 내가 그 아

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그게 나한테 책임감으로 와서 그때는 모성애가 생기겠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의, 나에 소속된 아이들이니까. 나한테 소속되는 아이들이니까. 내가 꼭 지켜줘야 

되고, 내가 꼭 길러줘야 되고,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각자의 엄마

들이 있고, 각자의 아빠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그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거

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단발적이거나 뭐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어도, 그런 거 같은데

요. 책임감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의 책임감. 책임감은 있지만 모성은 없어도 돼요.(사례 D5)

모성을 행함에 있어 여성성은 모성의 일차적 책임자를 여성으로 국한시키는 강

력한 공모자로 기능해 왔다. 사회의 거대한 시선으로 기능하는 모성=여성성의 공

식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을 모성의 일차적 책임자로 내면화하도록 강제한다.   

그니까 거대한 압력 같은 게 있지. 그니까 남자, 그니까 남편한테는, 있는 거 같애. 좋아. 근

데, 없어. 그러면 좌절하겠지만, “왜 너는 없어”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남편도, 

너 왜, 너 애가 뭐 아프다는데 잠이 오냐? 뭐, 이랬을 때, 엄마는 애가 아프면 잠이 오면 안 

되는 존잰 거야. 우리 사회에서. 애가 아픈데 어떻게 잠이 와, 엄마가. 근데, 남자는 잠이 와도 

잘 수도 있고. 그니까, 이런 게 이렇게, 용인되는 거대한 압력 같은 게 있다 그러나?(사례 B2)  

그러나 과거의 여성들이 모성을 오롯이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인내하며 혼자

만의 몫으로 사유해 왔었다면 (사례 B2)의 경우는 실질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

어지는 모성의 책임을 나누는 현실과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사회의 암

묵적 시선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간극이 생겨나고 있음을 간파한다.  

솔직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자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니까 내가 생

각하기에는 그, 압력이라기보다는, 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거 같애. 일차적 책임이 나한

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모성이어서, 뭐 모성이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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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차적으로 나야. 이 사회 전체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의 일차적 책임이 나한테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보는 거대한 시선에서 일차적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감지 한다는 거지. 

그니까 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얘가 물론 뭔가 잘 됐을 때, 그 상과 벌 모든 것의 일

차적인 그 담당자는 난 거지. 사회에서 보는. 그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도, 얘가 뭔가 문제

가 생기면 나한테 비난이 오고 얘가 잘 되면 칭찬의 그것도 나한테 오고. 그 일차적 책임자가 

나라는 거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거 같애.(사례 B2)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생물학적 어머니가 ‘더 좋은 어머니’가 될 자질

을 가지고 있음을 내면화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거대한 시선과 개

인의 경험세계의 간극은 (사례 B2)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

성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응당 양육의 최적의 적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또한 남편이 여성인 본인보다 아이를 더 잘 돌보기도 하고(사례 A4), 

스스로 여성성이 부족하고 여성답지 못하다는 (사례 C2)는 2세 조카를 도맡아 양

육하고 있고, 본인이 여성성이 충만하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례 C3), 그리고 (사례 D5)는 사회적으로 여성성이 부재한 여성으로 오인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모성을 떠올릴 때, 단순하게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수유 등의 생물학적 속성으

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심진경, 1998; 95-6). 특히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에게 여성임을 입증하는 것인 동시에 공식적으로 여자임을 인정받는 여성 

정체성의 핵심으로 담론화 된다(김은실, 1996). 여성의 출산은 당연한 성별화된 의

무가 되며, 여성성은 물론 여성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때문에 출산을 

행하지 않는 여성들은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 더욱이 결혼을 하였으나 자

녀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결핍’된 존재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여성, 부부, 

가족, 집안’으로 간주된다(조준영, 2006).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여성적이 되었고 여자가 되었다는 (사례 B5)와, 

임신을 위해 한약도 먹고, 몸 관리를 하고, 꾸준한 성생활을 하고 있으나 매번 생

리가 시작되고 임신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실망감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례 A1)처럼 출산은 여성의 진정성을 확보해주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산

을 통해 확보되는 여성의 진정성은 (사례 A3)에게 있어서 개인의 의미보다 앞선 

당위의 의미를 갖는다. 스스로에게 “낳아야 한다”는 당위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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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 그런데 막- 갖고 싶어서도 아니고, 낳아야하는 것도 아니야. 

열렬히 원하는 것도 아냐. 모순이야. 나는 시댁도, 누가 나를 푸시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 언

니는 둘이 그냥 살아라 그러고… 근데 한편으로 아이 낳는 경험을 하고 싶어. 생물학적 몸의 

경험.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경험. 호기심이 있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인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증명하고 싶다? 그런 

걸 무시할 순 없는것 같아. 증명까진 아니어도. 나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100% 불임이야. 그렇

지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일꺼야. 왜냐면 임신을 했던 적이 있고, 언젠가는 애가 생기

지 않을까.(사례 A3)

(사례 A3)는 개인의 의미보다 앞선 당위의 의미로서 출산의 압박을 느끼고 있

다.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의 영향에 혐의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가족주의이든 아니든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 개인의 오롯한 선택의 영역이 되지 못한다. 

내가 우리 신랑한테 그랬어. 뭐 애, 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되게 존중해 주는 사람이어

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었지만. “지금 낳고 싶지 않다. 애가 꼴보기가 싫다.” 그랬더니 그러

냐 그래. 절실히 원해야 생기는 거지… 말했다시피 누가 애 낳으라고 푸시하는 사람도 없어. 

애가 꼴보기 싫어졌어, 근데 낳고 싶어, 그닥 특별한 노력은 안해, 안생기면 그냥 살꺼야, 근

데… 어쩌면 내 머릿속에는 ‘낳아야 한다’가 있는지도 몰라. 일단 나이는 빼고, 빼더라도 ‘아이

를 낳아야 한다’, 좋은지 싫은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사례 

A3)

결혼 8년차인 자녀 계획이 없는 (사례 A2)는 “아이가 있는 삶을 상상해 본적이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출산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를 의식한 (사례 A2)는 “노력해도 안 되는 불임”이라고 주변 관계에서는 전략적으

로 말한다. 그런 (사례 A2)를 주변에서는 “측은하게” 본다. 

난 아이가 있는 삶을 상상해 본적이 없어. 확고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노력해도 안되요.” 그래 그냥. 그럼 사람들이 급 미안해하면서 괜히 물었다는 식으로 “그래

요. 어떡해요. 그냥 둘이 잘 살면 돼죠.” 그래. 근데 눈빛은 측은하게 보는 게 느껴져. 웃기지. 

근데 난 아무렇지 않아. 이제 지겨워. 정말.(사례 A2)

(사례 A2)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는 여성’, 즉 불임임을 자

처하는 방식으로 출산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설명한다. 사실을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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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의 “귀찮음” 때문이다. 그것은 출산이 문화적 규범인 사회에서 왜 아이들을 

원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신,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은 왜 아이를 원

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입양을 해야 하거

나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 이들의 경우는 그들이 아이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이 요구되기도 한다. 스스로를 불임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례 A3)의 경우도 스

스로의 정의라기보다는 “의학적, 통념적으로 정의된 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결혼 한지 7년차인데 아이가 없이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회의 시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혐의를 갖는다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마흔 살의 기혼여성이고, 결혼 7년차 불임여성입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정의

라기보다는 의학적, 통념적으로 보기에 불임. 정상적으로 부부가 일주일에 한번 씩 성관계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은, 여튼 애가, 내가 성관계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하는건 아닌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봤을 때, 불임은 불임인가보다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

로는 내가 의학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딱히 게다가 나 같은 경우도 임신을 했었던 적도 있

고.(사례 A3)  

(사례 A3)는 개인의 경험 차원에서는 임신을 했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인의 나이와 건강함의 상태 등 생물학적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개인의 맥

락에서는 삶의 기획 중에 출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임신의 경험과 조건

이 위치해 있으나,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접근과 기혼 여성에 대한 사회통념은 

개인의 상황보다 앞서 불임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 전에 함께 살 당시, 애를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당시 산전검사를 받고, 풍진접종이 필요하다해서 풍진 주사를 맞은 상태라 3개월 동안 애를 

가지면 안돼. 기형아출산율이 높데. 나름 피임을 한건데, 체외사정을 했는데 그게 임신이 된거

지. 그런데 아이가 생긴거지. 난 되게 빨리 느끼는 편인데 몸의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4주쯤 

됐을 땐데. 미식거리고 현기증이 나고. 내가 테스터기를 사서 해보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

아보니 임신인거야. 근데 낳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수술을 했지.(사례 A3) 

또한, 출산만이 여성의 진정성을 확보해 주는 경험이었다면 낙태 경험 역시 출

산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정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낙태경

험에 대한 해석은 혼인관계 안에서의 경험이거나(사례 A2, A3, A4, B7, C3), 그렇

지 않은 경우(사례 B6, C2)에 무관하게 출산이 가능한 몸의 정상성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의미부여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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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결혼을 했든 안했든 아이를 안 낳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임신도 

되었고, 풍진주사 때문에 낙태를 하긴 했지만, 이후 금방 생길 줄 안거지. 근데 안생기고 있

고.(사례 A3) 

출산이라는 것은 성숙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징자원으로서의 모성 개념을 

작동한다. 때문에 출산 행위를 통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성이 획득해야할 정

체성의 일부로 구성되고 있다.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완전히 안 낳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야. 우리 언니를 봐도 아이 낳고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내적 성장이 생기는 부분을 보았

고, 한 인간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보면서, 주로 아이와의 문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갈등

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생기는 성장. 모든 일이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런걸 보면서 “나도 낳

아보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사례 A3)

또, (사례 A3)의 경우처럼 단순히 출산 시기와 자녀 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기획과정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 

 

일단 커피나 흡연… 커피가 착상을 방해하니까. 그리고 나의 경우는 노산이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도 떠들어 대는게 부모의 나이가 많으면 발달장애가 있다, 

자폐아,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 하도 그러니까. 여튼, 엽산을 먹고, 6개월 전부터 몸을 만

들어서… 한약도 먹기 시작하고 운동도 시작하고. 그리고 불임시술을 받아야지. 웃긴 건 점을 

봤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나는 아기가 좋다는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좀더 편한 상태에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하는 시기가 되겠

지.(사례 A3)

나는 체내 수정은 건너뛰고 체외수정으로 바로갈려구. 원래는 월경주기법, 과배란 주사, 그리

고 체내 수정 이런걸 하는데 이건 나이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맨 마지막 단계가 

체외수정인데, 어차피 힘든 과정이라면 몸에 쫌이라도 무리가 덜가고 확률이 높은 쪽을 공략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출산이다 해서 작년[2012년]부터 정부에서 불임정책 시술을 300만원 

전액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비를 받기 위해 차도 안사고,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러고 있지.(사

례 A3)

호기심? 이런게 있는 것 같아. 남편과의 나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나올까에 대한 호기심이 아

니라 임신을 하는 경험, 출산을 하는 경험,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해보고 싶은 건 

있어.(사례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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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의 과정은 고통과 연결되기도 한다. 현재적 조건에서 여성들이 직간접

적으로 경험하는 임신에 대한 관념은 과거의 사회적 의미와 달리 개인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산전검사 이런걸 받으면서 난관조형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장이 멎을 정도의 고통인거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내려왔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생리통 심한 정도라는거야. 

근데 내가 왼쪽 난관이 막혔다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언니한테만 말했지. 엄마는 

걱정할까봐 말 못했고, 신랑은 왠지 내가 결격사유가 있는 듯한… 뭔말인지 알지? 삼십대 중

반이 넘어간 시점. 그때도 노산이긴 하지. 여튼 임신 전단계도 솔직히 무서워. 두려움, 엄청나

게 많아.(사례 A3)

결혼도 그렇고 모를 때 얼레불레 해야한다 그러잖아. 너무 많이 봐버렸고, 너무 많이 알아버

렸어. 생애주기에서 언니가 앞서가는 사람이잖아. 언니가 얘 낳는 것도 직접 봤고, 임신했을

때, 낙태해지만, 어지럽고, 입덧도 되게 심한 편이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거

지.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있을 때도 힘든데, 여기에 내가 임신을 

했을때, 그림이 그려지잖아. 얼마나 힘들까.(사례 A3)

‘아이 없는 삶’이나 ‘아이가 없다면 어떠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서사는 ‘불임’과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등장시킨다. 면접 사례들의 전반적인 서사는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불임인 경우에 그냥 없이 살아도 될 텐데 꼭 낳으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다’거나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이다. 

‘결혼했으면 낳아야지’라는 혼인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기혼이고 아이를 출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불임이라 할 때, 불임의 

해소 방법은 출산기술(reproductive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출산

기술의 활용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차선책으로서 입양이 고려되어 왔다.131) ‘불

임’과 ‘입양’에 대한 서사는 한국 사회의 모성이 생물학적 출산 기능을 핵심으로 구

성되며, 여성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라는 이름의 ‘정상성’과 ‘여성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혼’인 여성들에게 ‘아이는 꼭 있

어야 하는 존재’로 ‘아이 없음’이 사유되고 있었던 과거의 경향이 개인의 인식세계, 

경험세계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32) 불임에 대한 서사는 여성으로서의 

131) 이 글에서는 출산기술의 문제와 입양의 제 맥락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구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

용한 ‘용어’와 ‘개념’의 수위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한국적 모성의 특성인 ‘출산적 모성’을 ‘정상화’하고 ‘강

화’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132) ‘불임’이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

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이다(이승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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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와 “의무”가 ‘생물학적 출산 능력’으로 검증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생물학적 출산을 당연시하고 아이가 없는 부부를 가족으로 용인하

기 꺼려하는 한국적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해보고도’ 갖지 못하는 경

우에 한하여 ‘입양’이 상대적으로 허용적이라는 것 역시 생물학적 모성담론에 압도

된 한국적 모성관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입양이나 무자녀 선

택 대신에 ‘불임시술’이라는 고된 길을 가는 경우를 탐탁치 않아하는 시선이 등장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사회 여성들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조건 하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해진 생애 기획을 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

험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이거나 긍정적인 양 측면의 사유가 공존하고 있으며, 지배적 모성이데올로기의 균

열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입양한 아이에 대해 ‘낳은 자식과 차이가 없을 

것’(사례 A4, B그룹)이라거나, 생물학적으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오히려 낳았다고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동반자살을 하거나 하는 것’(사례 B4, B6)

을 더 문제시하거나 전체 사례에서 ‘낳았다고 좋은 엄마가 되나? 잘 키워야 그게 

엄마지.’라는 서사가 등장한다. 이러한 서사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갖는 위치가 더 

이상 강고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며, 거대담론으로 기능하는 출산적 모성 개념이 

개인의 모성개념과 충돌하면서 재맥락화되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

다. 

‘생물학적 출산 행위’가 갖는 여성으로서의 ‘정상성’과 그 때 획득하게 되는 ‘여

성성’이라는 자원이 한국사회의 모성개념에 얼마나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생물학적 출산 능력과 행위’를 중심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상성’이 

획득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모성개념이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핵심으로 구성되

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출산 기능’에 대한 사유의 틀은 변화

하고 있다. 또한 미혼인 (사례 C1)과 결혼계획도, 자녀계획도 없으나 부모님의 집

에서 친 동생의 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 C2)의 경우를 볼 때, ‘생물학적 출산 

기능’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으로서의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유지, 강화되는 

특성은 부모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맨날 그래. 딸이 무슨 하자가 있냐고. 뭐 꼭 그렇게는 얘기 안했겠지만. 주변에

서 그런다고. 더 늦기 전에 [결혼]신경 좀 쓰라고.(사례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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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반듯하게 보란듯이 니 애 낳아서 그렇게 [돌]보지 그러냐.” “동생 봐

라. 애 놓아주니까 얼마나 대접받고 잘 사냐.”(사례 C2)

한국사회에서 출산을 통한 여성의 ‘진정성’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무관하게 성립

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이성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결혼

을 한다는 것은 출산도 하겠다는 것을 가정하게 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

서 출산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이뻐하고, 조카들.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면, 일단은, 결혼해야 아이를 갖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안하고 있으니까. 결혼이 전제조건이니까, 친척들이 

결혼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 당연히. 근데 그것도, 일단 친척들도 자주 안 만나는 편이고, 

친척들이 어쩌다 결혼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빠가 되게, 굉장히 자유롭게 사신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결혼 안 하는 거라고 친척들은 생각하기 때

문에,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너는 결혼은 해야지’라는 얘기

였던 거지 그게. 그리고 우리 아빠도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혼은 해야지 라고만 얘기

를 하셔.(사례 D4)

또한 출산을 통해 여성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

도 안에서만 성립 가능하다. 때문에 모든 출산이 여성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며, 결혼제도 밖의 출산은 여성으로서의 삶의 완성을 의미하지도 진정성을 갖

게 하지도 않는다. 

아이만 낳았지. 여태 그랬지만 한 번도,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같이 일하

는 친구들이야 항상 내편이지만, 부모님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은 요즘에도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 애기야 또 나면 되니까 OO이 때문에 싫다고 하면, 남자가. OO이는 자기네가 호

적에 넣는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우리 부모님도 이해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은…(사례 B4) 

이렇듯 혼인과 출산이 오랫동안 결부되어 온 한국사회의 현실은 결혼이라는 제

도 밖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배제한다.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례 D4)의 경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합법적인 결

혼 제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현실

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욕심’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는, 대학교 이학, 일학년 땐가 이학년 때부터 이미 결혼하지 않겠다고 집안에 선언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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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후에 삶은 어, 그 이후부터는 결혼이라는 생각을 거의 정말, 결혼이나 해볼까, 뭐 이

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아이를 결혼해서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거, 욕심인 것 같다고도 했지만, 결혼, 그니까, 제도적인 결혼 

외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지, 제도 안에 들어가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겠

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사례 D4)

또한 출산을 통해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여성답지 

못하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신․출산을 통한 어머니가 되어 

보지 않은 여성들은 여성성이 부재함은 물론, 여성됨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존재이다. 특히 여성성을 구성하는 여타의 속성들은 생물학적 출산을 하는 여성성

에 압도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성은 생물학적 출산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여

성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성성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생물학적 

출산행위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사례 D5)의 경우, 남자 같은 외모에 결혼에 관심

이 없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산을 통한 

여성성의 확보가 암묵적으로 종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 D5)은 여자이나 여성성

을 갖지 않아도 무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는 여자지만 여성성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왜 그렇게 남자같이 하고 다니냐고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외모 빼고 활동적인 거 말고, 소위 

여성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꼼꼼하고, 깨끗하고, 빨래도 엄청, 요리 빼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

로. 직업 특성상 아가들도, 난 아가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1학년 아이들이 특히 “저 아가 아

니에요” 발을 통통 구르며, 암튼 아가들도 내 새끼들같이 잘 돌보고. 근데, 그래봤자, 결국 

“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냐, 결혼은 왜 안 하려고 하냐”고 해요. 계속 그러겠죠. 싫다

고 해도. 그런 얘길 듣겠죠. 나를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 계속. 귀에 못이 박혀서도 아니고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라지 뭐.(사례 D5) 

주변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 없는 선생님들이 꽤 있지. 나한테는 왜 결혼 안하냐고 막 그러는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들한테는 “어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막 이래. 결혼 10년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불임일까봐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 보는거지. 그러면서, 둘이도 잘 살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자랑하고. 근데 그 선생님들 나랑은 친해서 아는데, 난 그런 걸 강

요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아니까. 불임이어서 애가 없는게 아니거든.내가 “싫은데요” 그래도 계

속 결혼하래.(사례 D5)

또한 우리사회는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은 여자를 미성숙하거나 불완전한 존재

로 보는 시선이 있다. 어머니가 되어 보지 않은 여자는 출산을 하지 않은 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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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역시도 여성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가족들이 인제 모여서, 명절을 지내거나 이럴 때, 얘기의 중심이 항상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거지. 우리 오빠나, 애기가 있는 가족. 우리 오빠나 남동생이 주로. 

혼자 있는 나는 사실은, 결정권이 없어. 왜냐하면 애기가 있는 가족 위주로 모든 행사라든가, 

스케줄이 잡힐 수밖에 없어. 지내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의사결정권이 없다거나, 

이럴 때 내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아직 생각이 어린가, 생각이 짧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결정을 따르지. 그리고 간혹, 우리 언니나 우리 올케를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나와는 또 다른 경험이 있는 거잖아. 물론 나도 그 사람들과 다

른 경험이 있어. 다른, 그 사람들과 다른 경험에 있어서는 내가 굉장히 어른스러울 수 있어. 

생각이 굉장히 그 사람들보다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많고 고차원적일 수 있듯이. 이 사람들

은 전혀 모르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과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집안 가족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거의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어른스럽나, 라는 생각을 해. 가족의 의사를 결정하는 때.(사

례 D4)

그러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도 삶의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고, 아이 없는 삶도 

인생의 완성으로 의미화 되기도 하였다. 

같은 부모 아래서, 네 명의 자식이 있는데, 세 명은, 아주 사람들이 말하는 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식들 낳으면서. 저는 아주, 아주 비정상적으로 행복하게 혼자 잘 살고 있죠. 

가장 행복하게.(사례 D5)

요컨대 모든 여성들이 모성의 담지자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성’이

라는 속성과 여성으로서의 ‘진정성’은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여성됨과 무관하지 않

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젠더관계의 변화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의 지형

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출산과 모성을 여성의 역할

로, 여성성의 핵심으로 수행해야하며, 여성이 모성의 일차적 책임자임과 동시에 모

성을 여성으로서 갖는 당연한 속성으로 간주한다. 한국 사회의 모성담론은 ‘여성

성’과 출산을 통한 여성의 ‘진정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

산이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혼인규범과 자녀출산으로 완성되는 정상가족 이데

올로기와 맞닿아 있으며,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를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사례들은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모성담론으로부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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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 수 없는 개인들의 삶의 경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변화 역시도 보인다. 

A그룹은 출산을 계획하고 있고, B 그룹은 출산을 경험한 사례들이나 A와 B 그

룹 모두 출산 자체가 출산적 모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위가 아님을 말하였듯이 

출산 계획과 출산 경험이 없는 C와 D그룹 역시도 출산적 모성을 인식하고 실천하

는 행위를 하는데 본인들의 출산 계획과 경험의 부재를 문제 삼지 않았다. C그룹

은 낙태경험을 출산 능력의 근거로 이해하였으며, 출산 능력이 있으나 개인이 지향

하는 삶이 출산을 원하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 C와 D그룹은 원가족구성원의 임신‧
출산을 출산 경험이 없는 자신의 출산 능력을 입증하는데 동원하기도 하였다.    

 

2. 영유아에 대한 모성실천

A, B, C, D그룹 모두 출산적 모성 인식의 주요한 근거로 초기양육기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의 경험을 구술하였다. (사례 A1)은 출산 계획을 가지고 “딸 만들기”

를 노력 중에 있으며,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이가 좀 더 편

안하게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걱정”하며 ‘엄마처

럼’ 하기위해 고심하여 행한 결과에 “엄마가 된 기분”이라며 만족스러워 했다. 젖

병 물리기, 기저귀 갈아 주기, 그리고 아이의 요구에 맞게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을 돌보는 동안만큼은 “엄마”로 인식하고 있다.     

처음에 언니가 OO이한테 우유 좀 먹이라고 젖병을 주는데,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잘 안되드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해줬어. 근데 [엄마처럼] 잘 못하니까 OO이가 불편

해 하는거 같고 잘 안먹으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걱정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했어. 아기가 내 품에서 쏙쏙 잘 빨아먹는거야. 엄마가 된 기분? 엄마지. 우유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제 OO이랑 단 둘이만 있어도 거뜬해. 언니가 못 미더워하는 것 같길래 관찰을 좀 

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쫌 하거든.(사례 A1) 

입양모인 (사례 A4)의 경우도 자신이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출산적 모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갓난쟁이들을 내가 양팔에 똑같이 안고, 팔이 끊어지든 말든 상관 않고 안고 재우고 있는

데 눈물이 나는거야. 애들이 막 예쁘고 깨물어주고 싶고. 자는 애들한테 대고 막 얘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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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너희들 많이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커다오”. 그랬더니 요녀석들이 들었는지 둘

이 똑같이 씩 웃어. 얼마 신기한데.(사례 A4)

출산과 무관한 성적지향을 갖는 D그룹의 경우 역시도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영유아를 보살핀 경험을 모성 인식의 주요한 경험으로 꼽았다. D그룹은 (사례 D1)

과 (사례 D4)를 제외하고 모두 자매가 둘 이상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D그

룹 전반은 친구의 아이들이나 조카들의 영유아기 시절을 상당히 밀착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엄마”를 대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

족 구성원 중 본인만 “결혼도 하지 않고 딸린 자식도 없어서 직장 생활하는 동생들

의 아이들이 다 내차지”가 되었다며 “이모 노동”의 “버거움”을 토로한 (사례 D2)

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내가 아무리 직장이 좀 프리하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 바쁘다고, 그렇다고 “내가 일 팽

개쳤으면 좋겠어?”이러면서 협박하고, 그럼 나는? 칫. 쉬는 날 나도 쉬어야 되는데 막 불러. 

“언니~ OO이가 언니 보고싶데, 언니만 찾어” 이러면서. 마음 약해져서 또 가지.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집서 출근할 때도 많아.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 도우미 아줌마 못미덥다고 나보고 

가보라 그래. 나보고 도우미 할 생각 없냐고 “얼마면 돼?” 막 이래. 무슨 일 생겼다하면 달려

가. 내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내가 젤 바뻐. 신경도 젤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엄마

야. 그러고 보면. OO이 크면 꼭 말 해줄꺼야. 내가 엄마라고. 히히 웃기지. 근데 힘들어. 힘들

어. 너무 힘들어. 내가 만만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 가끔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거든. 내 동생

만 그런진 몰라도. 막말로 난 이모밖에 더돼? 이모노동, 이것도 평생가. 지금은 OO이가 어리

니까 더 힘들지만, 크면 좀 덜하겠지 싶긴 해. 종류가 달라지나? 암튼 육체적으로는 덜 힘들것 

같아.(사례 D2)   

위탁모의 경험이 있는 (사례 B7)과 입주육아도우미 경험이 있는 (사례 C4)는 

출산과 출산적 모성 인식의 관계가 무의미함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례 B7)은 

자신이 직접 낳아 키운 아이들과 위탁모로 돌본 아이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

다. “품 안에서 키우는데, 내가 낳은 아이, 안 낳은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품

안에 있으면 다 똑같애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라며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애, 안낳은 애가 다를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성이 아니

지”라고 하였다. 한 집에서 입주 육아 도우미를 7년 동안 한 경험이 있는 (사례 

C4)는 자신이 키운 아이를 “딸”이라고 말하며, 둘의 관계를 “모녀관계”로 칭하였

다. 또한 초기양육기의 양육참여가 모성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 속 

언어로 구술하였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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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쟁이부터 키우니까 딸 같은거야. 내 딸이야. 좀 큰 아이를 키웠으면 좀 달랐을지 모르겠

지만 이게 눈도 못 뜨고 목도 못가누고 그런 애기 때부터 끼고 키우니까. 엄마가 둘이어서 그

렇지 모녀관계지. OO이 엄마도 그래. 이쪽 모녀, 그쪽 모녀. 그 시기를 함께 보낸 사람이면 다 

느낄껄. 남자든, 누구든. 요즘 남자들도 다 젖먹이 때부터 할꺼 다 하게 해야해. 일부러라도. 

그럼 달라져. 대하는 태도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다.(사례 C4)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출산적 모성을 축으로 모성 인식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여성들

의 경험세계에서 출산적 모성의 중요성은 축소되거나 변화되고 있었다. 출산과 결

부된 속성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주요하게는 출산자 어머니와 모성

의 관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다. 출산자 어머니만이 행할 수 있는 모성 역할에 대

한 의미부여가 변화하였으며, 출산이라는 몸의 경험을 모성인식에 주된 근거로 해

석하지 않았다. 즉 출산적 모성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었

다. 이는 모성 신화와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출

산적 모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특성은 출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석하며 양육자

원의 배치와 양육 환경을 보장 받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품화된 출산적 

모성을 구매 가능한 자원이 확보되는 시기와 여건을 고려하여 출산이 기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출산하는 모성을 강조하거나 출산하지 않는 모성

을 배제하는 출산적 모성 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 해석이 있었다. 출산적 모

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기반으로 모성 인식은 이루어지며, 출산적 모성은 재구성

되고 있다.

출산적 모성은 모성인식의 근거와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영역이었다. 그러나 기

존의 출산적 모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던 출산자 중심의 모성 경험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그 의미가 약화 변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의 출산적 모성을 규제하는 

담론에 대해 여성들의 주체적 해석과 실천이 존재하며, 때로는 저항 담론을 형성하

133) (사례 C4)가 7년간 키운 아이는 현재 10살이 되었고, LA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3년 전 아이의 

교육을 위해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사례 C4)의 입주육아 도우미 일은 끝났지만 가족의 일원

이 된 (사례 C4)는 한국에 남겨진 집을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다. 방학에 가족이 한국에 오거나 미국을 방

문하여 휴가를 함께 보내고 있다. 현재 식당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방학이 되면 생기게 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한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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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신경아(1997)는 모성에 대한 여성들의 주관적 해석은 그들이 지닌 다양한 사회

적 위치와 그로부터 형성된 정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로서 자율

성의 폭이 크다고 느끼거나 한 인간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진 여성들의 경

우 모성의 근거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여성에게 만족을 주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반대로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의 범위를 크게 설정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나 부정적 정체감을 가진 여성들이 모성의 사회적 성격

과 억압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면접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모성의 근거를 더 이상 출산적 모성에서 찾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위

치와 개인의 정체감과 무관하게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 된

다. 즉 사회의 변화와 출산적 모성인식의 변화는 유관하다. 

출산적 모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출산과 무관한 삶을 선택하거나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 그리고 낳고 싶은 자녀의 수를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갈등의 상황이 된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출산적 모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세계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출산적 모성

에 대한 저항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 암묵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모

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생물학적 출산을 한 여성

만이 아니라 출산 전후에 속하는 여성 역시도 출산적 모성에 대한 인식과 모성갈

등을 겪고 있다. 출산적 모성은 출산을 경험한 모든 엄마가 본능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만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당연

한 감정도 당연한 속성도 아니다. 또한 출산적 모성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도 모

성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는다. 출산을 통해서만 모성이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출

산을 통해서만 어머니가 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들의 “모성” 개념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성” 개념과 간극을 경험하는데 출산과 모성이 긴밀

하게 연관되어 작동하는 출산적 모성 개념에 대한 간극이다. 생물학적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성을 인지하고 모성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 여성들은 출산경험과 무관하게 모성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의 지배적인 모성개념

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스스로 형성한 의미망을 중심으로 모성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한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않는 사회적 현실이 개인 주체의 경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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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리하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 즉 모성의 발현이 ‘찬양’에만 국한

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모성은 출산적 모성개념이 주가 되어 구성 되어 왔으나 

출산적 모성개념의 압도적 위치를 지지해 온 모성의 생물학적 기반이 탈각되는 현

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임신․출산한 몸의 경험을 지우고, 생물학적 출산자로서 자

신을 정체화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나며, 임신․출산 행위는 자신의 자원을 극대

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여기에는 변화된 성역할태도 요구를 비

롯하여 출산의 대가가 거래되기도 하였다. 즉 사회의 지배적 모성담론과 개인의 인

식이 상호작용을 하며 모성 인식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 모성 규범은 경험적 차원에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소위 ‘정상 

모성’으로 자리하고 있던 출산적 모성주체 내부의 변화가 포착되며, 출산적 모성의 

속성 중 출산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적 모성은 자신의 몸의 건

강, 나이, 아이가 있는 삶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삶의 지향은 무엇인가 등을 

숙고하며 삶의 맥락에서 자원화 가능한 조건 하에서 실천되었다. 또한 출산경험에

서만 기인되지 않는 모성의 발현이 이루어졌다.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영유아

를 돌본 경험은 출산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를 

출산적 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의미화하였다.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출산적 모성인식은 출산경험과는 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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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양육적 모성의 확장과 다변화

본 장에서는 양육적 모성134)을 축으로 모성 인식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양육적 모성이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

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양육적 모성의 내용 변화가 모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특히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

성이 집중되는 시기인 초기양육기 시기 모성 인식의 특성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양육적 모성을 행하는 주체들이 출산자 어머니에 국한되지 않

는 현상을 발견하고 양육적 모성주체의 확장과 변화된 모성 인식의 특성을 다루었

다. 3절에서는 양육적 모성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게 된 변화된 현실 속에서 

양육과 돌봄이 구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4절

에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양육적 모성의 행위주체의 확장이 가져온 양육

적 모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기반으로 모성 인식이 이루어지며, 양육적 모성이 

재구성되고 있는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자신의 아이를 양육한 사례들135)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례들136) 모두 양육적 모성을 인식하고, 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

으며, 양육적 모성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사례들의 이야기는 출산직후 

영유아기를 포함한 초기양육기시기부터 직업을 갖고 독립적 경제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양육경험에 기반 하여 이루어졌다.     

제1절 양육적 모성의 내용

양육 관계에서 발현되는 성향과 활동은 아이들의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한 훈육

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변화와 관련을 맺으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의 

13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양육적 모성(mothering)”은 러딕(1995[2002])의 의미로 양육의 관계에서 발현

되는 성향 및 활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시키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과 맥락은 1장의 

연구의 주요 개념 부분에 전술한 바 있다. 

135) 영유아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 B1, B2)를 포함하여 초기 양육기에 있는 입양한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례 A4), 그리고 (사례 B3), 이제 막 학령기에 접어든 (사례 B4), 아이가 성장하여 청소년

기에 이른 (사례 B5, B6),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이미 장성하여 양육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말하는 (사례 

B7)이 여기에 해당한다.

136) 가족구성원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례 C2)와 위탁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례 B7), 그

리고 입주육아도우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례 C4), 나머지 사례들은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 등 주변의 

아이에 대한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시간과 자원이 허락하는 한 양육실천을 행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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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을 목표로 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육적 모성의 내용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양육적 모성이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양육적 모성의 

내용 변화가 모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특히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이 집중되는 시기인 초기양육기 시기 모성 인식의 특성은 무엇

인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소비, 구매, 대행, 위임 가능한 것으로서의 모성

‘근대적 모성’은 자녀의 표준적인 발육을 관리하고, 미래의 노동자로서 필요한 

지적, 심리적 준비를 갖추도록 책임지고 도와주는 어머니로 정의된다. 한국 사회에

서 이러한 근대적 모성 개념에 입각한 어머니노릇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생

각보다 오래전이 아닌, 도시 중산층 핵가족이 형성되면서 전업엄마들이 대거 출현

한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함인희, 1995; 윤택림, 2001: 75-79). 면접 사례들의 

어머니세대가 ‘근대적 모성’에 입각한 어머니 노릇을 해 왔으며, 절반 정도가 전업

엄마들이었고, 절반 정도는 생계벌이에 가담하거나 직업을 갖고 있었다. 면접사례

들은 근대적 모성을 지향하는 어머니들에 의해 양육되었거나(30~40대 사례), 본

인들의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가 존재함을 보면서 20대를 보냈다(50대 사례). 

면접사례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양육적 모성의 내용들은 독특하게도 사례

들의 어머니세대의 것과는 다름을 분명히 하면서 이야기 되는 경향이 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딸을 측은하게 여기는 (사례 B4)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주말마다 집에 다녀가시며 “밑반찬과 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신다고 

했다. “고맙긴 하지만” “음식들이 너무 짜”서 “속상해 하실까봐 몰래 버린 적”도 

있다고 했다. (사례 B4)는 “그런 어머니를 떠올리면 이런말 하면 안 되지만” “차라

리 OO이랑 외식 한 번 해 주는 게 낫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입히고 먹

이는 문제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사례 B4)가 이야기 하듯이 옛날 분들의 사고방식

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신 나갔다’할지도 모를 옛날과는 격차가 큰 양육을 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는 일은 옛날 사고방식으로 행할 수 없는 일임을 의미하기도 한

다.      

옛날 분들 사고방식은 김치여도 삼시세끼 따뜻한 밥 있으면 되고, 옷 작아지면 헌실 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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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크게 떠주고, 그러면 훌륭했지. 근데 지금은 영양소의 불균형이 심해, 기능성 옷들이 얼

마나 많은데. 헌실 풀면 따뜻하지도 않아. 오가닉 순모면 몰라도. 몰라도 너무 모르셔. 이것저

것 해온 음식들 사실 너무 짜서 OO이는 물에 씻겨 먹어. 오시면 안 그래도 짠 걸 소금뿌린 김

에 싸서 왜 이케 편식하냐고 잔소리하시고. OO이 먹는 김 따로 있는데. 애들은 입이 고급이라 

어제 반찬 오늘 안 먹어. 아침에 막한 반찬은 귀신같이 알아차려. 그래서, 말했잖아. 엄마 몰

래 버릴 때도 있고, 속상하실까봐. 들켰어. 무지 속상해하셨지. 지금은 날마다 배달되는 반찬 

시켜먹고 그러지. 우리엄마 알았다간 정신나갔다 할껄.(사례 B4) 

(사례 B2)와 (사례 B6)의 이야기 역시도 어머니세대와 현격히 달라진 지점을 

교육의 측면에서 지적하며 과거에 비해 양육의 목록이 늘어났고, 돈이 드는 서비스

를 구매할수록 더 훌륭히 양육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엄마 때하고는 다르지. 우리 클 때하고는. 그때는 아무리 극성이니, 치맛바람 어쩌고 해

도, 그것 말고는 없잖아. 기껏해야 영재교육 이런거 있었겠다. 지금은 바이링궐이니 뭐니해서 

돌만 지나면 교육시작이야. 그전부터도 못시켜서 안달, 프뢰벨 이런거 오감 발달시켜야 된다

고, 이런 것도 있고(사례 B2) 

옛날엔 돈 안들이고, 애를 낳아놓으면 애들이 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고, 옛날 말이지, 애

들이 알아서 컷겠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면 모를까 돈 들이면 훌륭히 더 잘 키울 수 있어. 

시킬게 얼마나 많은데. 뭐 시키는거 뿐이겠어? 어?(사례 B6) 

(사례 B1)의 경우도 딸의 산후조리를 돕겠다고 일본에서 들어오신 어머니와의 

양육갈등을 세대 차이로 이야기하였다. 어머니가 “요즘” 대세에 맞지 않게 “너무 

올드”하다는 것이다. (사례 B1)은 사회변화에 따라 양육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기도 하였다.

내가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릴 질렀어. 참다참다 못참고. 책도 안보냐고, 막. “요즘 애들은 요

즘에 맞는 방식으로 커”, “엄마가 하고 싶은거 하나도 하지마.” 아니 그 어린 것을 도리도리 

까꿍하면서 뇌를 막 흔들고 있는거야. 그랬더니 결국 눈물을 보이시더라구. 근데 그것두 잠깐

이야. 또 무슨일이 있었는데, 뭐지? 암튼 우리 엄마가 하는거 다 맘에 안 들어. 너무 올드해.

(사례 B1)

양육적 모성의 내용은 사례들의 어머니세대와 양육 갈등을 빚을 정도로 사고방

식의 현격한 차이를 경험하며 새롭게 구성되고 있었다. 사회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라며 매몰차게 대응하는 딸들에 대해 어머니세대 여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속상해”하기도 하였으나 이 세대 여성들이 양육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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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일뿐만 아니라 “몰라도 너무 모르”시거나 “잔

소리”하는 사람으로 인식 될 뿐이었다. 또한 “하고 싶은거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되거나 ‘불편할 일을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였

다.  

또한 양육적 모성의 내용은 양육관계에 있는 대상의 성장단계에 따라서도 다르

며, 언제 그 시기를 보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심지어 초기

양육기의 경우는 더욱 세분화되어 월령에 따라서도 달라진 목록과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아이의 성장단계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아이가 크면 클수록, 사례들의 어머니세대가 아님에도 “옛날 엄마”가 되

고 있었다. 

선생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보면 각 해마다 학년별로 애들의 특성이 있어.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떤 해는 애들이 한글을 다 띠고 들어와 1학년 애기들, 어떤 해는 미술학원이

나 피아노, 태권도 학원은 다녔어도 한글 모르는 얘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 다른 학년도 마찬

가지야.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성격이나 학습태도도 그렇고. 특히 한 4년전쯤에 6학년 졸

업시킨 애들이 있는데 고녀석들이 중학년 넘어서면서부터 5학년 되면서 사건 사고도 많고, 부

모들도 완전 막가파도 많고. “부모들이 같은 책을 보나?” 우리끼리 우스겟소리로. 우리도 학

년별로 교육지침 이런거 매뉴얼 만들자고. 학년별로.(사례 D5)

엄마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 IMF 고 시기쯤에 태어난 애들이 완전 힘들다고. 키우기 힘들다

고. 다른 해 아이들에 비해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물론 부모들도 힘들었겠지. 힘든 상황에

서 애도 컸을 것이고. 잘사는 집이나 못사는 집이나. 나도 우리 둘째, 딱 그 시긴데, 힘들었지. 

(사례 B6)

사회의 변화와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라 양육적 모성이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각각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양육 지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속도와 

국면과도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면접 사례 중 현재 초기 양육기에 있는 (사례 B1), (사례 B2), (사례 B3)은 구술

에 “전문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자신들이 양육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주

양육자의 모성보다 더 좋은 모성을 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의 모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양육적 모성을 행하면서도 “검증받은 전문가”를 찾는 과정을 지속하

고 있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육적 모성의 내용은 구매 가능한 ‘전문가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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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검증된 전문가, 교육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 있다해도 

비용이 상당하겠지. 그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좀 편하려고 아줌마를 쓰는 거지, 그 아줌

마가 교육받았다고 해도, 그 교육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뿐더러, 구하기도 힘들고. 애 같은 경

우에, 애는 아줌마가 바뀌면 되게 혼란스러워 하니까 좋은 아줌마를 구하려고 해도, 검증된 

것도 없고, 중국 아줌마들은 특히 더 무서운데, 제일 많,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입주를 애 

봐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중국 아줌마밖에 없다는 거. 한국 아줌마는 정말 가끔, 그것도 나이

가 많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엄마들도 안심 못 하고. 그런 사람

들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 맡기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내

는데,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집, 아이들 맡길 수 있는 데는 거의 아파트에 있는 놀이방 같은 수

준이지, 할 수 없이 맡기는 거지, 최근에는 뭐 공짜여가지고 엄마들이 막 엄청 맡겼었는데, 거

기서 애한테 집에서 해주는 것 같이 한 명 한 명 챙겨서 이유식을 먹여주기를 하겠어, 맞춰서 

또 케어를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어. 사실, 그렇게 안심은 안 되고, 또 그런 데 오픈하는 시간

도 아침, 직장 다니는 엄마면, 나는 직장은 안 다니니까 인제 뭐 모르는데, 직장 다니는 엄마

들도 회사에 딸린 데가 아닌 이상은, 시간 맞추기 힘들고, 할 수 없이 맡기는 거지, 안심이 돼

갖고 맡기고 이렇지도 않고. 그리고 요새, 비면 들어가기 또 힘드니까, 애가 조금 뭐 문제 있

는 걸로는 컴플레인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사례 B2) 

아이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여건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서비스 내용에 따른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어

떤 경우에는 양육주체가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도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내

용의 전문성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인격적 자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를 돌보는 일이나 가

사도우미의 경우 특히, 검증이 없이도 간단한 사전 지식을 통해 누구나 여성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사유되는 경향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라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검증을 받을 정도의 좋은 사람

의 도움을 받는 거는 뭐, 비용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으면 잘 봐주는 아줌마를 만

나는 거고, 운이 좋으면 좋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고. 검증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을 순 없

고, 이제 할 수 없으니 맡기는데, 나는 솔직히, 몇 시간이라도 맡기고 나의 자유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인제, 아직은 이유식 같은 것도 막 숟가락 하나로 먹이고 막 이런 데에 애를 맡

기면, 어린이집이 이 년 이렇게, 두 살 돼서 맡기고 해도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육 개월 간은 

애가 거의 무조건 항생제를 먹고 병원에 다니더라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들. 왜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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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난 번에 티비 보니까 수저 하나로 다 이렇게 먹이고, 그것도 그거고, 애가, 어떤 애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감기에 걸렸어도, 그 감기에 걸린 애를, 외국 같으면 애가 아주 심하게 아

프지 않고 감기에 걸려도 그 사람이 뭐 병가를 내고 애를 본다거나, 감기에 걸린 애는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되잖아. 근데 감기 좀 걸리면 애들이 이 주씩 아픈데, 어떤 집에서 걔를 

계속 집에 데리고 있겠어. 그니까 그냥 어린이집에 오니까, 얘가 걸려서 오고, 얘는 계속 또 

걸려서 오고, 걸려서 오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걸리고, 무슨 병 하나 들면 다 걸리고, 그러면

서 온갖 잔병치레를 다 하면서 한 삼사 개월은 기본으로 항생제를 계속 먹고 병원을 다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 딱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많이 아픈 거 돌 때 인제 한 번씩 

감기 돌 때 걸리고, 이러는데 한 삼 개월은 그렇게 있는다고 하더라고. 식모 쓴다고 해도, 내

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엄청나게 믿을만한 정보가, 내가 생각하듯이, 그런 건 별로 없고, 문화

센터 이런 데 인제 노는, 플레이하는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도 가격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 수가 너무 다른 거야.(사례 B2)

또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의 자격이 중요하고, 전문성을 갖추면 좋지만, 쉽게 

전문성이 없어도 그만인 경우로 대체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양육자를 대신할 인력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돌볼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한다든지, 이런 사람

들은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직장 생

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보내야 되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말고 애를 맡아

줄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 검증된 거 있어? 뭐 자격이 있어? 하나도 없잖아. 뭐 

교육을 이수하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 그런 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

리고 나는 심지어, 그런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그런 거라도 이수한 사람을 돈 뭐 

얼마 더 주더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더 돼서.(사례 B2)

경제적 능력이 되는 중산층 전업주부인 (사례 B2)는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의 

위치에 본인이 있는 것으로 사고하고 있었고, 본인의 기준에 도달할 전문가가 없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적 어머니노릇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애의 육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안전하고, 안전한 거에 대해서, 위생 관련된 거나 

애의 질병의 징후랄지, 아니면 애의 발달 사항, 이때쯤 이런 게 좋다 아니면 뭐는 안 좋고, 애

한테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애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

다.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 애는 아주 고온의 차가 아니어도 화상을 입거든? 근데, 웬만큼 따

뜻한 정도여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교육받지 않으면 모르지. 이 정도는 당연하

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교육받은 전문가여야 하는데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보니까 나보

다 더 전문가는 의사 말고는 없어.(사례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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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어머니 노릇의 필요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좋은 어머니가 되

지 않는다는 것을 여성들의 경험 속에서 인식하게 한다. 또한 훈련을 통해 계발되

는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생물학적 어머니보다 더 전문적이고 훈련된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출산경험이 대부분 없고, 최근

에는 50대 여성 일자리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나보다 훨씬 잘하고, 교육받은 전문가

라는 거지.(사례 B3)

그러나 주양육자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것은 전문적이

면서도 부모 못지않게 아이를 돌봐 줄 믿을만한 대리인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때문에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일상이 된 상황 하에서 불만족스러운 지불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아니면은 진행되는 곳이 뭐 좀, 그니까 누가, 최근에, 구에서 하는 구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를 다니는데, 나이 더 많은 애들이 하고 나서도 하나도 안 치우고 거기

서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기어다니는 데, 뭐 반짝이 스티커 밑에 붙어 있고, 애

가 뭐 집고 있어갖고 보니까 애가 있을 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먹을 수도 있

고 그런데. 그런 것도 막 다 있고. 근데 뭐 그걸 중간에 클래스를 깨끗하게 치워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컴플레인이 되는 여건도 아니고. 그니까 담당하는,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매트 소독이나 하면 다행인데 뭐 이런 분위기? 백화점 같은 경우

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하는데, 대신 이제 공간이 좁은데 바글바글 모여 있다 그러더

라고. 그니까 인원이 뭐, 인원이 많이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막, 수업이 되게 북적북적하게 진

행되고. 근데 인제, 다른, 짐보리 같은 데, 돈 내고 이제, 한 학기에 한 클래스 등록해서 하면

은 한 학기가 이제 십이 주? 십이 주에 한 삼십팔 만원? 그런데 거기는 공간도 넓고 인원도 

적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 정도 되면 안심할 수 있으니까 다녀 볼까? 이런 마음도 있긴 있는

데. 전문가, 검증된 전문가에 대한 믿음? 이런 거는 거의, 별로 없고. 그런 전문가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탐탁지 않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맡기긴 맡겨야겠다. 보내긴 보내야겠다. 

어디라도. 뭐 이런 거지.(사례 B2) 

특히 연변, 뭐지, 재택 같은 경우는 연변 아줌마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야. 우리 동서도, 애를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의 어린이집, 그니까 유치원이, 충

분히 불가능한 시간에, 애를 받아줘.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애를 유치원에 보

내주는 사람을 따로 또 고용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니까 뭐 그냥 

그런 아줌마들밖에 없는 거지. 그런 데 보낼 때도 심지어,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따

로 아예 집에서 맡길만한 사람도,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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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뭐 해서 애 볼 사람 구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애 보는 거 관련되면 뭐, 아동 뭐, 

그런 쪽이나, 유아교육관데,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인 아줌마도 뭐 알음알음으로 구하면 구하

겠지만 그런 사람들 이용한 무슨 인제 뭐 애를 맡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따로 없고. 직장 

엄마들은 대부분 중국인 아줌마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또 두 명을 따로 고용하느니, 그

냥 하루 내내 집에 있으면서 애들 뭐 왔다 갔다도 시켜주고 살림 좀 해주고 이런 사람 고용하

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만나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남편 말로는, 회사에 있

는 어린이집이 제일 좋은 데야. 왜냐면 출근하면서 데려와서 맡겨 놓고, 회사 같은 경우는 남

편 회사든 부인 회사든. 회사에, 어린이집이 같이, 그러려면 되게 큰, 아니면 회사 옆에 어린

이집 좋은 데가 있거나. 구립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도 맡아주니까. 근데 구립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애 낳자마자 등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전부터 대기했다가, 대기했다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뱃속에 생기자마자부터 뭐, 줄 서고, 좋은 데는. 근데 인제, 회사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대신에 야근해도 맡아주고, 엄마가 언제든지 보러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모유 

수유도 할 수 있다더라고. 중간중간 가서. 근데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사례 B2)

구매되고 위임되는 모성은 더 나은 서비스를 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매

나 위임하지 않고 주 양육자가 주로 양육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모성 대행, 모성 대리인의 전문적 양성과 근로 조건의 개선요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근무 여건 같은 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뭐 그런 사람들, 뭐, 

나라도 한 달에 백만 원 돈 안 되는 돈 받고 막 애들 그렇게 하면 폭발할 것 같, 폭발하면 안 

되겠지만,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봐줄 거면 삼 교대로 

선생님들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의 복지나 정기적으로 그 사람, 보육 교사들, 

또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뭐 보내면 돈 주겠다, 뭐 공짜로 보

낼 사람 보내라 했다가 재정 떨어졌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처우도 좋게 하고 그

런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면서, 아니면 자격 요건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당연히 

뭐 근무 조건이 좋아지면 자격 요건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지원하는 사람이 많

아지니까.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여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돈 좀 줘 가지

고 더 낳아라, 뭐 더 낳기가 쉽나, 믿고 못 맡기는데.(사례 B2) 

본인이 행복하, 육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한테 그대로 이게 전가가 돼요. 엄마가 행복하

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다 전가가 돼서, 그게 애한테도 좋은 모성애나 이런 게 될 수 없는 거

죠. 그니까 본인이 일을 나가고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손에 맡

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일인 거죠. 형님네도. 남편 직장이 좀 빵빵하거든요, 엘

지에 다니고. 엘지 중견이거든요, 지금. 그니까는 인제, 그러면서도 왜 형님은 인제 불행하니

까, 자기가. 집에만 못 붙어 있는 성격이거든요. 보험회사? 이런 거 다닌다고, 보육원에 보내

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맡기면 돼죠. 자기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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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면 더 전문가나, 그런 사람한테 맡겨도 돼죠.(사례 B5)

집 근처에 금속공예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C2)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아이

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다. 개인의 전공을 살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몇 년 

전 아버지는 장학사로, 어머니는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사례 C2)는 본인이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외롭지 않게 효도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본인의 벌이가 변변치 않아 독립을 하지 못한 ‘캥거루 족’에 가까운 생활

을 하고 있다. 그러던 (사례 C2)는 친 동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는 가게 

문을 닫아 둔 채 부모님의 집에서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전업주부가 된 것 같아. 전업주부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 혼자 하지 않아.” 우리 

동생한테 내가 그랬어. 엄마가 있어도 힘드니까 가사도우미 써 달라고. 그럼 더 행복하게 OO

이 돌보겠다고. 어린이 집에서는 OO이, 내가 엄만줄 알아. 동생은 주말에 우리 집에 잠깐 오

는 손님이지. 주객이 전도됐어. 첨에는 프리하게 내 일하면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갈

수록 이게, 하다보니 오만 생각이 다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나 도태될것 같아.(사례 C2)

엄마보다 엄마 노릇을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는 엄마가 모든 

곳에 있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처럼 있어 줄 수 있는 엄마 대

행, 엄마 역할의 위임 받는 경우 등 비용을 지불을 하면 얼마든지 소비와 구매가 

가능하다. 아이의 성장 단계별 교육 학원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할 수 도 있

다. 부모 노릇의 목록은 확장되고 한 명의 부모가 소화하기에는 힘들다. 

부모로서 점점 힘들어 가고, 엄마 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그다지, 예전처럼 신문만 볼 수 있고 

이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아버지학교도 있고, 심지어. 아무튼. 그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인 사람들이 왠지 그런 것들을 비용을 지불해서 해주지 않으면 자기

가 이제 부족한 부모인 거 같은 느낌을 받기도...(사례 B5)

남편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몇 년씩 해외근무를 하거나 국내에 있어도 지

방근무를 주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주로 양육해 온 (사례 B5)는 현재는 주

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 양육하던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있으니까 낫긴 하

지만” “그만큼 간섭도 심해졌고, OO이가 뭐 좀 못하기만 하면 다 내 탓하고. 그동

안 어떻게 키웠냐며” 윽박지를 땐 “눈물이 와르르 쏟”아진다는 (사례 B5)는 요즘 

들어 고가의 캠핑 장비를 사기 시작한 남편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남편이 “주중에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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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긴” 하지만 가정경제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남편에게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혼자만 끼고 키울 일도 아니고, 

점점. 다른 아빠들처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도 없고, OO이 양육에 

가담한게 처음이기도 해서”이다. 

또한 초기 양육기를 지나 학령기에 진입한 아이와 양육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 B4), (사례 B5), (사례 B6), 그리고 (사례 B7)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요즘 

엄마 들은 편해졌다.”고 말한다. “불필요한 행위”라고 사고하면서도 “자신들보다” 

“현명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적 모성은 소비, 구매, 대행, 위임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러한 확

장을 추동한 요인은 다름 아닌 모성주체가 본인이 행하는 양육보다 더 나은 전문

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 모성의 소비가 실

질적으로 모성주체들의 현명한 소비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성이 

과학화 되면서 모성주체의 욕구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의료화, 과학화 되어 있

는 반면, 현실적인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검증하지 않는

다. 또한 구매자들이 원하는 수위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출산자 여성들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2. 자기 관리로서의 모성 

이 시대의 모성과 모성 역할은 외견상으로는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를 위한 

역할 행동으로 자녀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자질을 관리한

다. 엄마역할은 점점 나의 욕망을 투사하고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화’의137) 

개념이 아닌 ‘자기 만족’으로서의 모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엄마 역할이 하나의 일

로서 수행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대상이지 아이에게 전적으로 초점이 가있지 않다

는 것이다. “내 할 도리를 했다”하기 위한 역할들이 존재한다. “불필요한 일들인 

줄 알면서도 시키고, 잔소리하고, 관리”를 한다(사례 B5). “왜 공부하라고 안했어

요?, 왜 뭐 안해줬어요?, 이런 말 들을까봐 그런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성 역

할이다(사례 B4). ‘할만큼 했다’는 자기 정당화이기도 하고, 아이나 주변 사람들로

137) 도구적 모성은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 양육을 간주하고 자녀의 학업관리와 성공을 관리하는 방식의 도구적 역할을 의미한다(윤택림, 1996, 

심영희, 2001, 조성숙,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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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듣게 되는 엄마 역할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똥멍청이가 되어 있는거에요. 우리 아들이. 지 앞가림 할 수 있게는 커야할텐데 싶어서 공부

해라, 뭐해라, 하지만, 삶의 매 순간이 포기, 포기의 달인. 나중에 왜 공부하라고 안했냐, 왜 

뭐 안해줬냐 그런말 듣지 않으려고 효과가 없는 줄 알지만 계속 해요.(사례 B5)

또 (사례 D5)는 십여 년 간의 교사생활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도구적 관계로 양

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부모가 자신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차선으로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는 경우, 아이와의 관계가 도구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나치면, 지나치면 내박친 거죠. 그니까 아이를 결과적으로 내팽친게 되는 거죠. 그니까, 그, 

엄마가 또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해지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그 

어머니는. 내가 행복해야지 이 행복한 에너지가 다 아이한테 가는 거를. 내가 만약에, 이 돈이

면 두 달 학원빈데 내가 하지 말고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야, 내가, 너 두 달, 학원 보내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너한테 투자했는데 너 공부가 왜 이따위야!” 이러

면 이게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마디 하면, “엄마 미안해.” 그러고 

아이들은 또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삐용. 신발 가지런히 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사례 D5)

근데 나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가꾸는 거에만 치중하는 것도 없지만 엄마가 그

렇잖아, 엄마가, 그니까 아니면 또, 자기 관리도 자기 만족도도 있으면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엄마가 애한테만 육아에만 전념하느라고 너무 무식해져, 그것도, 그니까 나중에 한 중학교쯤 

됐더니 컴퓨터 얘기하면 엄마가 암것도 몰라. 그러면 애하고 대화의 갭이 생기는데, 그 엄마

는 그 이전까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얘기하는 엄

마들 많거든.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근데 그 엄마가 조금 더 나한테 투자하고, 이것저것 해

서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서 나는 애하고 친구처럼도 지내고 인생의, 그니까 꼭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조언자로도 계속 존재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역할 매개도 되면서도 한 발짝 

물러나서 애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할 때, 기다려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러려면 애하고 내

가 분리돼 있으면서도 한 가족의 묶음에 있지만 분리되기도 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엄마의 역할이다. (사례 B2)

현재 양육의 대상이 초기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도구

적 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경우 역시

도 자기의 관리 능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미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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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내가 천 년 만 년 끼고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니까 나

는, 내가 뭐, 서른 정도 되면 무조건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도 얘가 

자립을 한다는 말은 내가 다 결정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내가 막 내 삶을 포기하면

서까지 하면 당연히 다 결정하고 간섭을 하게 될지, 애를 그렇게 놔둘 수 있을 것 같지 않거

든. 근데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구. 애한테도 뭐, 한 열 명에 한 명은 되게 좋은 결과를 

얻고 한 여덟 명 아니 한, 세네 명은 그저 그렇고, 나머지는, 내 생각에는 되게 안 좋을 것 같

거든. 나중에.(사례 B2)

OO이가 예술적 재능을 갖게 할꺼야. 내가 내 가게 문 닫고 OO이한테 올인하고 있지만 내가 

무능력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직업의식이라고나 할까? 거창하게 말하면 예술

적 학습과 훈련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감수성 훈련이 되는지?(웃음)(사례 C2) 

② 소비광, 통제광이 되는 이유, 자유과 시간의 기회비용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갈등 그 자체이다. 주양육자는 양육과 본인의 자유시간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유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육서비스를 이용한다. 또한 양육서비스를 고민하는 시간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

을 기울인다. 즉 자유시간은 늘리고 고민시간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많은 시간을 아이하고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미안함도 있고. 아이가 절반 이상은 어린

이집에서 보내고, 깨어있는 시간, 한 네 다섯 시간, 그리고 주말. 이게 길어봤자 십년도 안갈

꺼라는거 알지. 그 시기 시기마다 키우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거지. 근데 어느 순간 일이 줄어

서 자유시간이 생기면 동네엄마는 있지만 만날 친구가 없더라고. 내 친구들은 다 저녁에 시간

이 되는데, 저녁엔 아이들과 함께여야 할 것 같고. 그게 되게 우울하더라고. 그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사례 B3)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 200번이야. 내가 꿈도 꿨어. 유치원 다 떨어지는 꿈. 나 같은 경우는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보낸거.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 추가 된거

지. 요즘 유치원 키워드는 창의성이야. 유치원들이 다른데랑 우리 유치원은 이런이런 차별성

이 있다, 우리는 뭐를 한다, 미술을 한다, 과학을 한다, 뭐 이런. 설명회를 해. 상품구매로 이

어지는거지. 근데 이런거는 다 특기교육이라해서 추가비용이 들어. 유치원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방과후는 상한선 12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는 30만원 정도 추가비용을 

내고 있어. 그걸 되게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엄마들이 있어. 어차피 보내기로 한거, 내

가 추가로 내면 되니까. 다른 사교육 돌리는 엄마들도 있고. 나는 고민하고 비교해보고 선택

하고 이런 시간 비용을 줄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추가로 내고 시켜.(사례 B3)

 

한달에 백만원짜리 귀족유치원도 있고 그건 원하지 않아서 안보내는거고. 내가 추가비용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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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키는 거는 “뿌꾸아”라고 불어로 “왜”라는 뜻인데, 이 교재가 있어. 매일 무언가를 보내

줘. 오늘은 뭐를 했다. 이런거. 30만원 돈값을 하는구나 생각하지. 근데 내가 추가비용 낸 거

라 어떤 식으로든 자기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어. 뭔가 자기가 선택해서 

시키는 거. 왜 그걸 선택했는지, 비용에 대한 값을 하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학습지 바우

처도 있는데 신청해서 당첨되면 1년간 무료야. 동네 엄마들이 카톡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떤엄

마는 되고 어떤 엄마는 안됐을꺼아냐. 근데 당첨이 안되면 내 돈으로 하게되는거지. 뭔가 필

수서비스가 되어버린… 학습지도 그렇지만, 유치원에서 하는 것도. 우리 애가 뒤처지는게 아

닐까, 유치원에서 하는건데 안하거나 하면… 이 정도면 됐다, 흔들리지 말자가 되는거지, 합리

화 하는거지.(사례 B3)

강남의 유명한 학원 강사인 (사례 D1)은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엄마들”이 사실은 “할만큼 했다”는 “자기의 능력 관리”이기도 하고 “자유 시간”을 

관리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엄마들보면, 애들 학원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좋은 레스토랑, 멋진 찻집 이런데서 고고하게 자

유시간을 즐겨. 공부 이런거를 대신해 줄수가 없으니까 할만큼 하고 자기만족감을 얻는거지. 

‘어떻게 해서 어디를 보냈다’ 이런거. 나는 엄마들끼리 모이면 또 자식 얘기 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인생을 어떻게 즐길지 얘기 한다는데. 촌스럽게 애들 이야기 안하고. 강남엄

마들 특성인가, 우리 학원 엄마들 특성인가 잘 모르겠지만, 좋은 학원 알아보고, 과외시키고, 

학교 알아보고, 진로지도 하는거 그거 별로 시간도 안들어. 그거를 대신해주는 학원 선생도 

있어. 나도 일부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사례 D1)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해 안달인 것처럼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한다. 또는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불안해 한다. 그러나 아이가 통제되지 않

는 것의 단점은 아이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즘 엄마들에게 생긴다. 그것은 요

즘 엄마들의 아이들로부터의 자유를 기획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의 양

육과 개인의 자유시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일은 일상화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아이를 낳게 되면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2년 간의 자유를 반납해야할 것으

로 묘사하고 있다.138) 

138) 

        <그림 19> 차는 어린이집 보내고 마셔야 꿀 맛이죠

   

   “둘째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2년 추가다”

    (출처: 전투육아부대, 인터넷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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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영향도 큰 거 같애. 왜냐면, 모성이 아니라, 물건, 해줘야 될 거에 대해서, 티비에서, 

그니까 무슨, 어떤 그거에서 애가 집에서 미끄럼 타고 노는 장면이 나왔는데, 엄마들 사이트

에서 미끄럼틀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 그 장면이 나온 이후로. 그니까, 집에 미끄럼틀 정

도는 이제 놔줘야 되는 거지. 이제 집 평수가 웬만큼만 되면. 애가 미끄럼틀 타고. 그니까 당

연히 있으면 더 재밌게 노는 건 확실한 거 같애. 애가 쬐끔을 놀건 그걸 아주 이렇게 돈값을 

할 정도로 놀든 간에. 있으면 웬만큼은 놀아, 애들이. 어느 정도는. 그리고, 새 장난감을 자꾸 

산다는 아줌마 말은, 애가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면 확실히 혼자 노는 시간이 길다는 거지. 그

건 equal 엄마가 좀 더 편하다는 거지.(사례 B2)

양육과 관련된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소비욕망은 형성

된다. 이러한 소비욕망을 실질적인 구매과정으로 이끄는 주된 동인은 ‘내 시간’ 마

련하기와 모성의 결핍 채우기이다. 

실제적인 구매를 하게 되는 건 시간을 더 벌기 위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이런 게 있

지. 고런 부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애한테 내가, 옛날 엄마들에 비하면 정성을 덜 쏟는 것만

큼 애한테 더 잘 해준다는 느낌을 받기 위한? 애한테 잘 해주고 있다는 걸 뭘 하나 사주면 되

게 흐뭇함과 함께 느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옛날 엄마처럼, 막 날마다 날마다 이유식을 만들

어주고, 이렇게는 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루 내내 부엌에서 서서 그렇게 

해서 먹이고 돌보고 하고 싶지는 않고, 대신에 그 시간만큼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뭣도 사줄 

수도 있고.(사례 B2) 

애들 어렸을 때는 돌봐주는 이모님, 가사일 도와주는 이모님이 계셨어. 아줌마 비용이 젤 커. 

한달에 200만원 들어가고 그래. 이제 좀 크니까 유치원 비용 두명이니까 120만원에 아줌마까

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군데 가서 한 백만원어치 사버리고. 친구집 몇군데 돌면서 구하

고. 그래봤자, 하여간 돈 많이 들어. 장난아냐. 그래도 형편만 되면 또 0세아이로 할수만 있다

면 입양을 또 하고 싶어. 아들을 또 할꺼야. 요즘 여아 선호 사상, 특히 입양은 여아를 선호해.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저 [아기]나이대가 사람손이 얼마나 많이 가

는지를 알거든. 얼마나 필요한지. 그 나이대는 필요해. 사랑이. 보면 마음이 아파.(사례 A4)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전업주부하는게 낫지. 근데 우리 나이는 아직 30대고, 둘이 벌어야 하

나를 가르칠 수 있어.(사례 B3)

③ 전일제 엄마 VS 시간제 엄마(아침엄마와 주말엄마)

면접 사례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보고들은 바에 따르면 모성 

주체들은 전일제 엄마되기를 거부한다. 파트타이머 모성이다. 하루 온 종일이 아이

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원칙 안에서 자신의 생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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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하며 또 다른 모성주체를 구매, 대행, 위임하며, 자신의 여러 역할 중 하나로 

모성역할을 책정한다. 때로는 아이가 잠든 사이 집에 도착하거나 아이와 보내는 시

간이 이른 아침 보육시설 또는 각급 학교로 출발하기 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는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일인 날 엄마가 된다는 점에서 아침엄마이거나 주말엄마

이다. 

우리 올케도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한테는 누군가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는 

직장에 다시 복귀도 해야 하고, 온종일 인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시스템이, 자기가 아이를 

돌봐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도, 이도 저도 아닌 거지. 아이들을 영유아반 이런데 넣으면 

애들이 자꾸 그렇게 아프데. 아프드라구먼. 가기만 가면 아프다는데 어떡해. 결국 다시 육아휴

직을 내고 지금 다시 공무원을 잠깐 쉬고 있는데, 혼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스템이야. 행복

해 보이지도 않고, 휴직이어도 아이를 영유아반에 보내. 상대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겠지. 마음

에 여유가 생기겠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수월하고 그렇고.(사례 D4)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애가 자고 있어. 그리고 인제 돌보미 선생님은 집에 가고, 자고 있는 걸 

보고, 아침에 응애하고 깨면 준비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 끝나면 돌보미 선생님

이 데리고 집에 와서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시고, 주중에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야. 그래

서 아침 엄마지. 아, 주말엄마이기도 하구나.(사례 B4)

현재 직업은 없고, 주부라고 하는데, 누가 직업이 뭐냐고 하면은 주부라고 말하려면 괜히 화

가 나.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백수인 전업주부 엄마지. 나는 일시적인 전업주부 엄마라고 

생각하고. 뭐 시댁이나 남편에서는 영구적이면 좋고 나중에 직업을 가지면 파트타임인 엄마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파트타임이나 요런 종류의, 약간 자유, 시간이 자유로워서 애기한테 

계속 있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다시 일을 하러 가, 나가고 싶으면

서도 한편으로는 인제 불안하고. 정규직이라든지 전일제로 일을, 직장 생활을, 일을 그렇게 하

고 싶지. 애가 있어도. 그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우울했다가도, 뭐 행복했다가, 좀 어중간

하게 꼭 그, 대학 졸업하고 어디에 소속이 없으면서도 애매모호하게 나는 취업준비생 같아.

(사례 B2)

취업모 뿐만아니라 전업모 역시도 양육 갈등을 경험한다. 육아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이라는 상대적으로 반듯한 직장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지 모른다며 남편이 많이 벌면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는 (사례 

A4)는 초기양육기 시절의 아이들은 직장생활,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너무 길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 정도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

고픈 마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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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중심으로 시계 추가 돌아가. 자기실현, 성공, 이런것도 다 필요없어. 사람마다 다르겠

지. 근데 중요한거는 칼퇴근 할 수 있는 부서가 짱이지. 승진, 이런거 다 필요없어. 애를 쪼금

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게 중요하지, 다 필

요없어. 일 안하고 싶어. 물론 직장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애만 볼 수 있게 

되면 애 밖에 없으니까 집착하고 또, 우울증도 오고 그러겠지. 핑계일수도 있고.(사례 A4)

그러나 상당히 양가적이게도 ‘자유 시간’이 필요하며, 자유시간이 없으면 집착

과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과 떨어져 직장

에 출근해 있는 것을 ‘내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전업주부들, 아이로부터의 자유 필요하겠지. 그건 필요해. 근데 직장생활, 정규직은 떨어져 있

는 시간이 너무 길어. 진짜. 파트타임만 하면 좋겠어. 애들이 어렸을 때는 회사를 나와야 내 

몸이 사는 시간이었는데… 회사도 안 다닐 수 있으면 안다니고 싶어. 근데 우리 노후도 있고, 

애들 장래도 있고, 안다니고 싶어. 안다니고 싶지. 애들 학교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

아져도 좋겠지.(사례 A4)

회사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싸고, 출근하고, 회사에 오면 

틈틈이 육아일기도 쓰고. 몸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진정한 쉼이 되는거지.(사례 A4)

직장맘이 애 키운게 상상을 초월해.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남편도 마찬가지. 

요즘엔 남편도 기본이고. 그래도. 또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사기업 다니는 내 친구들 보면 주

말에만 데려와. 퇴근이 늦으니까. 그나마 내가 공기업이라 가능한거야. 애들 어린 시기에는 둘 

중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야 돼. 할 수 있다면 돈이 적어도 되니까 입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일하라면 좋겠어.(사례 A4)

3. 양육 갈등과 생물학적 엄마의 위치성

① 새로운 불안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나쁜 엄마인가?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나?와 같은 새로

운 불안이 생겨났다. 기존의 엄마노릇을 해왔던 이들이 아이라는 대상에 대해 죄책

감을 구성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불안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나의 모성에 대

해 질문하는 주체의 탄생인 것이다. 아이들은 내 맘대로 키워지지 않는다. 다른 부

분에서 완벽을 기하고 꼼꼼함을 과시했거나 본인이 어떤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

는지와 무관하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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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에서 충격으로 경험되며 어디에서 해답을 얻어야 할지 헤매게 한다. 면접 

사례들 중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사례들은 통제와 통제불가능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통제를 잘 하고 있다가도 통제되지 않는 부분에 분노의 감정

을 느끼기도 하며, 폭발하고, 포기하고 싶으나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제의 

매커니즘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아래의 육아 5계명은 주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부담을 가중시키기기도 한다. 

1.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다. : 요즘 같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부모가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부가 서로 상의해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정하고,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다. 다른 부모와 비교해 가며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들에 대해

서 자책하고 불안해 하기 시작하면 부모도 아이도 모두 불행해진다. 

2. 아이를 쳐다 보지 말고 바라만 봐라. : 하루종일 아이 생각만하고 매달려 있는 부모들이 있다. 자

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본인의 삶은 포기한 채 오직 부모로서의 인생만 살려고 한다면 부모도 

아이도 금방 지치고 만다. 때로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객관적인 눈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

보는 태도도 중요하다. 

3. 아이는 내가 아니다. : 의외로 아이를 통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대리만족을 느끼려

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한다면 부모와 아이 사이

는 어긋나게 돼 있다. 아이를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4. 육아 커뮤니티는 참고만 해라. : 포털과 SNS에 개설된 수 많은 육아, 교육 커뮤니티는 정보에 목

마른 부모들에게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가 제일 잘 안다. 포털에서 본 정보

는 참고만 하고 부모가 스스로 아이에 대해 느끼고 깨달은 바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아이와 마주해야 

한다. 

5. 내 아이만의 기질을 파악해라. : 모든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며 아이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양육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성장 후 아이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139)

② 위협받는 생물학적 엄마의 위치성: 엄마보다 ‘더’ 엄마 VS 내가 엄마

생물학적 어머니들은 아이의 양육에 다양한 엄마를 동원한다. 엄마를 대행하면

서도 엄마처럼 역할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끔은 주도권을 스스로 내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불안은 엄마인 나와의 위치에 대한 비교이

다. 생물학적 엄마의 위치성에 대한 고민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잠이 안 올 때, 다른 사람 다 제쳐 놓고 엄마인 나한테 와서 안길 때 보면, 

139) 자료출처: 베네세코리아 유아교육 연구소, 파이낸셜 뉴스 2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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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듯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가끔 이모들이나 시부모님 오셨을 때, 나보다 더 재밌게 잘 놀

아주니까 나한텐 오지도 않고, 나랑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부르라고, 막 보고 싶어하고… 이제 

돌이 막 지나서 말도 잘 못하는데 전화기 들고 와서 뭐라뭐라하고… 누가 놀러오면 나는 안중

에도 없고. 오랫동안 내가 없어도 없는 줄도 모르고. 내가 있을 때 보다 더 행복해 하는 것 같

고. 그럴 땐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엄만데… 이 녀석이 아직 어리니까... 나를 뭘로 생각할

까.(사례 B2)   

(사례 B2)처럼 초기양육기의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생

물학적 엄마의 위치성에 대한 고민은 증가한다. 또한 아침엄마이자 주말엄마라는 

(사례 B4)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을 본인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어머니의 위치성이 위협 받는다. 오랜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엄마의 일을 대신 해주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줄어든 일과 시간만큼 입지

도 줄어든다.  

한번은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안자고 있어도, 나를 본체만체 하거나 주말에 자기하고 

더 많이 놀아준 이모나 아니면 누구 뭐 다른 사람보고 엄마하고 달려가고, 돌보미 선생님하고

는 안떨어질려고 막 울고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속상하지. 스트레스 받고. 난 뭔가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주말에 놀아주고 이럴 때 내가 엄마라는 걸 각인시키고 있어. 강박적으로

다가(웃음).(사례 B4)

낳았다는 사실은 엄마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엄마들은 그 위치

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위협받지 않아야한다. 그러나 면접 사례들은 스스로 엄마 위

치의 불안과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례들은 이러한 불안과 위협을 생물학적 엄

마임을 각인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고, 엄마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

었다.   

OO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 아빠는 내 밑인데,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같아도 그

냥 좋기만 한데,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튼. 근데 이모나,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사람들, 다른 엄마를 좋아하면 왠지 나도 모르게 묘한 감정이 들어. 나도 모르게 “엄마가, 엄

마가” 이러면서 내가 엄마라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사례 B2)

   

나보다 다른 사람을 너무 좋아해. 가령 너무 티가 나게 아빠를 좋아하거나 유치원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서운하긴 하지만 고맙게 생각해. 효자구나!(사례 B3)

생사를 같이 한 연결고리, 탯줄, 임신, 출산의 경험의 의미가 없어지면 엄마로서 독보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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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없어지는 거야. 산후도우미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어린이집 선생님, “그 사람들은 

스쳐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사례 B3)

제2절 양육적 모성 주체의 확장

2절에서는 양육적 모성을 행하는 주체들이 출산자 어머니에 국한되지 않는 현

상을 발견하고 양육적 모성주체의 확장과 변화된 모성 인식의 특성을 다루었다. 

1. 양육적 모성 주체

주양육자가 생물학적 엄마인 경우는 주로 남편을 양육적 모성 주체로 호명한다. 

그러나 주양육자가 생물학적 엄마가 아닌 경우, 이들은 생물학적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신의 위치를 든다. 생물학적 엄마들이 무조건 자기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람에 버릇없는 아이, 이기적인 아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 성공을 향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아이가 될 위험에 빠져있지만 자

신들은 아이와 적당한 거리 두기를 통해 아이를 이기적이지 않고 행복한 아이로, 

사회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낳는 것으로 엄마 됨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키우는 것으로 엄마 됨이 시작되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를 키울 수 있으며, 키우는 보람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입양”의 사안을 말할 때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문구

를 사용한다. 생물학적 출산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할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라도 

‘낳아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배 아파서 낳는 것 보다 가슴으로 낳는 게 더 위대한 거 아닌가? 배 아파서 낳은 사람들, 기껏

해야 배 아파서 낳았더니… 힘들게 낳았더니…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니…류의 

얘기 밖에 더해? 나는 낳지 않았으니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 같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데 라는 말을 안하려고, 안할 수 있도록 키울려고.(사례 A4)

생물학적 어머니만이 모성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돌보는 것은 모두 돌봄으로 구성된다. 부성이라는 이름의 돌

봄, 새엄마의 돌봄, 길러준 엄마의 돌봄, 어머니 같은 존재의 돌봄, 친부모같은 돌

봄, 이모노동이라는 이름의 돌봄, 등 다양한 이름의 돌봄이 존재하지만,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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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보는 것만 아무런 수식어 없이 모성이 된다. 그러나 ‘엄마’가 아닌 수많

은 이름의 엄마 노릇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생물학적 엄마가 아닌 주양육자들은 

‘나도 엄마’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들이 행하는 엄마노릇이 생물학적 엄마와 다

르지도 같지도 않음을 구체화한다.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주입을 해요. “엄마왔다.” “이모 왔다” 이러지 않고. 그러면 그냥 막 웃

죠. 그래 하긴 엄마, 이모, 엄마가 엄마지, 이 말, 이모가 엄마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사례 D5)

우리 사회에는 ‘엄마’가 아닌 수많은 이름의 엄마 노릇이 존재한다. 보육, 교육

시설 종사자나 이모, 고모 등에 의한 엄마노릇이나 엄마 노릇의 대행 위임을 통해 

엄마가 아니나 엄마노릇을 훈련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그니까 뭐, 엄마는 뭐 나은 정이고 아버지는 기른 정이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거도 웃긴 

게, 제 남편 육아에도 거의 참여를 안 했거든요.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성애가 느껴지는 거죠. 그냥 뭐,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 할 뿐이지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게 느껴지니까. 그니까 부성애나 모성애나 이름만 다를 뿐 똑같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니까 그

런 무슨, 어떤,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 같애요, 내 생각에는. 친

밀함의 깊이, 관계의 애착. 이런게 생기면.(사례 B5)

친동생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양 지극정성으로 함께 돌보고 있는 (사례 C2)는 

자신도 동생 못지않은 엄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동생의 장

점도 있겠지만 자신의 장점 또한 동생과 비교하며 오히려 본인의 모성이 더 훌륭

하고 지극한 듯 말하기도 하였다.    

내가 놀고 있던 시절이라 지금도 놀지만, OO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20개월 된 지금까지 그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OO이 자면 집에 오고 아침부터 별일 없이 잘 잤나 궁금해서 전화하며 

그 집에 가고. 시부모님 오시는 날 빼고, 시댁가족 행사 때 빼고 거의. 내가 일기도 썼다니까. 

하루하루 커가는 걸 기록해주고 싶어서. 지금은 그만뒀지만. 엄마도 나처럼 기록하지 않더라

구. 그냥 그날그날 먹은거, 똥싼거, 시간 이런것만 기록하지. 암튼 나보고 그래. 신기하데. 저

는 애기 안 낳고 살면서 애기가 이쁘냐고. 정성이라고. 내가 기저귀 갈고, 우유타고,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 하고 가르쳐주면 잘 하고, 즐거워하니까 맨날 맨날 나보고 

하래. 동생은 OO이 나한테 맡겨 놓고 모임도 가고 다 해. 남편이랑 영화도 보러가고. 난 내가 

안 낳았지만 배도 안 아프고 내 속으로 낳은 것 같아서 완전 좋아. 그리고 OO이가 내 어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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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랑 너무 닮았어. 애기 땐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다는데 내가 보기엔 나 판박이야. 그래서 더 

그런가? 내가 OO이한테 맨날 그래. 넌 엄마가 두 명이라 좋겠다.(사례 C2) 

(사례 C2)처럼 극진한 경우가 아니라도 엄마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때, “오늘

은 내가 엄마야”(사례 D5, 사례 D4)라는 서술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생물학적 엄

마의 역할과 다르지 않음을 당연해 하였고, 오히려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내

가 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매력적인 엄마”(사례 D5)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럼 모성이죠. 내가 얘를 낳지는 않았지만, 얘를 돌봐요, 내가 책임을 다해서 돌봐주고, 길러

주고, 사랑을 주겠다는데, 그 아이가 싫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무튼. 그것도 다 모성 아닌가

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조카 둘을 입양을 했어요.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

지는 않은데, 입양을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입양, 입양을 해서 제 호적에 넣은 이유는, 언니

네 자녀가 둘인데, 그 딸과 아들을, 제가 제 호적에 넣고, 제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입양을 했어요. 법적으로. 저희, 제 아이들이에요.(사례 D5) 

조카들이랑 사진을 해년마다 찍어서 교실 책상에 올려놔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반 애

들도, 이 애들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걸 더 많이 하게 된 거 같

구요, 7,8년 쯤 됐으니까 나이가 이제 마흔 둘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다, 그래

서 그 뒤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네가 너희 엄마다, 아빠라고 여

기고 싶은 사람은 아빠라고 생각해라. 제가 워낙에 그러니까. 난 아빠처럼 축구도 잘 하고, 엄

마처럼 감성이 풍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렇게 애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구요. 어쨌든 저한

테,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된 것은 더 많은 책임감? 이 생겼죠. 그리고 걔네들을 

그냥, 내가, 애들 뭐 옷 사줘, 뭐, 보청기 이번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직접 내가 하니까.(사례 D5)

2. 양육적 모성 주체의 다양화

앞서 살펴본 바, 모성 인식은 생물학적 속성보다는 양육적 속성에 보다 큰 의미

를 부여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양육적 모성을 인식하고 행하는 주체는 생물학

적 아버지를 포함한 생물학적 어머니 외 양육적 모성 역할을 하는 이들로 확장되

고 있다.  

낳을지 말지가 아니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낳거나 안낳거

나 하는거지.(사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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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성이 없는 존재여도 되지만… 상관이 없지만… 모성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럴만한 성품인지, 그럴만한 조건인지 생각해보

지 않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아. 낳는다고 [모성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자기

가 자기 자신을 잘 알꺼 아냐.(사례 A2) 

나는, 그니까, 내가 배아파서 낳은 엄마라서 내가 막 얘한테만 느끼는, 엄청난 감정? 이런 거

는 별로 없는 거 같애. 그니까, 당연히 애가 아프면 정말 눈물 나고 잠도 안 오고 막, 또 애가 

정말 뭐 소중하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성으로 따지자면 뭐, 나랑 같이 깨서 

애기 때문에 끙끙거리는 남편,  애를 봐주러 오는 언니? 이런 사람도 다 모성이 있는 거지. 그

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성은, 우리 애가 받은 그런, 따뜻한 마음, 보살핌, 그리고 우리 애를 기

쁘게 해주는 거?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모성인거지.(사례 

B2) 

우리 사회의 양육 역할의 전제는 변화하고 있다. 그 주요한 변화로는 출산을 결

정 선택하게 되는 조건이 양육자원의 유무가 되고 있으며, 양육자원이 얼마나 신뢰

할 만한 자원인가에 따라 출산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이라는 존재

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위치 설정이 바뀌고 있다. 주로 일차적 양육책임자의 역할이 

여성에게 지워져 있었다면 최근의 양육책임자는 부부 둘 다가 되는 경향이 나타난

다. 전형적인 중산층 전업주부인 (사례 B2)는 “엄마”라는 존재와 엄마의 역할에 대

한 암묵적인 사회분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경험세계에서는 “혼자

서 고군분투” 하지 않으며 “남편이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양육자원화 한다. 양

육역할의 분담은 물론 책임을 분담한다.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임과 동시에 적임자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양육 역할에 대한 전제는 달라지고 있다. 면

접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성역할 분업의 틀이 바뀌고 있다. 

모종의 계약과 개인의 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부모 모두 양

육에 투여할 시간자원이 부족한 (사례 A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양육의 책임

의 소재와 역할의 분배방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전업주부이거나 취업모의 여부 이

전에 양육 전제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암묵적으로 거대한 시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누가 

요즘 혼자서 고군분투해? 함께 만들었으니 책임도 같이 지는 거지. 남편도 내가 전업주부로 

눌러 앉아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접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중에 퇴근해

서 오거나 주말이면 으레 주중에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할려고 해. 요즘엔 당연해진거 같은

데. OO이 아기띠도 자기가 직접고르고, 어떨 땐 나보다 더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혼자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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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지 알정도로. 우리 언니네도 보면 형부가 우리 남편하고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어.(사례 B2)

우리 부부가 독특할 수도 있어. 보편적 부부처럼 살고 있지도 않고. 우리 신랑 같은 경우, 전

형적인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살겠지만. 우리 신랑은 [여자도] 집에 있으면 망가진다

는 생각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그 일을 해야, 자기관리를 해야한다는 거지. 

경제적 기여가 아니라. 건강은 물론, 몸 관리, 커리어관리. 아이를 낳아도 내가 집에 있는 걸 

바라지도 않아. 오히려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해. 전업주부가 되면 안된다는 거지. 나 또한 마

찬가지고. 워낙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 자는 거만 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될 때, 전시회를 데려

간다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지.(사례 A3)

분리수거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보통은 남편들이 오는데 서글픔이 있더라. 가슴 한편이 시릴

때가 있더라구. 신랑이 집에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내 나름의 양육 전략을 세워야, 남편의 스

타일을 감안하여.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른 외삼촌 등등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

고.(사례 A3)

직장보육시설에 있다가 하도 애들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애들을 동네유치원으로 옮겨왔어. 직

장보육시설이 좋긴한데 병원이 가까이에 있지도 않고, 여차저차해서. 근데 일루 데리고 왔더

니 웃긴건 유치원에서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오는 걸 좋아하는거야. 남편이 갔더니 엄마가 안

오냐고, 내가 갔더니 내일도 오실꺼죠 이러고.(사례 A4)

제3절 양육과 돌봄의 경계

3절에서는 양육적 모성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게 된 변화된 현실 속에서 

양육과 돌봄이 구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도

성장을 목표로 해온 근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어 왔

다.140) 더욱이 성평등과 관련된 현재의 논의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의 돌봄에 대한 공헌은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가치가 노동시장의 ‘일’에 주어져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가치

는 저평가된다(Land, 1999, 이재경, 2005 재인용). 따라서 돌봄의 책임을 갖지 않

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되어가고 출산 기피는 이러한 ‘선택’에 의해 일어난

다고 할 수 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형태의 선택을 

140) 황정미(2005: 70)는 하향적 나선구조 내지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성과 보살핌의 가치를 새

롭게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보살핌은 사회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존

재한다. ‘보살핌 받을 권리’, ‘보살핌을 제공할 권리’, ‘보살핌의 의무로 짓눌리지 않을 권리’가 그것이며 이 

세 가지 간의 균형과 조절이 중요하다(Saraceno, 2002)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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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는 않는다. 돌봄의 수행 주체는 지금까지 여성이었고 상대적으로 돌봄 노

동의 예외자였던 남성에게 있어 돌봄의 선택은 그야말로 ‘선택적’일 수 있었다. 반

면에 여성에게 있어 돌봄은 본질적인 의무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곧 자연을 거스르는 일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젠더 관계의 변화에 따라 

돌봄 노동의 분담이 권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와 본성으로 접근되는 여성의 돌

봄 노동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기, 미루기라는 선택으로 귀결되고 있다. 실제로 한

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가구의 계층상승 욕구와 결합하여 곧잘 권장되

지만 ‘집안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락될 뿐이며(국미애 외, 2005), 

가구소득의 획득이 곧 가족 내 보살핌 노동의 분산이나 해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양육은 아이를 기른다, 키운다는 의미이고 돌봄은 더 넓은 의미의 아이뿐만 아

니라 불완전한 존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이를 돌보는 것과 생물학적 부모 부재 시 

가족 구성원의 범위 내에서 아이가 길러지는 것은 양육이 된다. 반면에 아이를 키

우는 것이라 하더라도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경우, 생물학적 부모가 존재하면서 가

족 구성원에 의해 키워지는 경우는 돌봄이라고 한다. 양육과 돌봄의 경계는 대상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생물학적 속성에 의한 것이다. 돌봄의 주체가 

생물학적 속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의해서 양육과 돌봄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물학적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인 부재 시의 부모노릇의 대행은 

가족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돌봄이 되며, 생물학적 부모가 영구 부재 시 가

족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대행은 양육이 된다. 즉 생물학적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

를 기르는 것만이 양육이 된다. 이모, 고모, 조부모, 제3자의 양육활동은 지속적이

거나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거나 무관하게 돌봄으로 구성된다. 또

한 양육은 엄마 노릇과 동일시됨과 동시에 모성으로 호명되기도 한다. 

돌봄과 모성이 교집합이 많다고, 아주 아주 많이 겹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돌봄 안에는 나의 친구들을 돌보는 것도 있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오빠나 아니면은 장애인

을 돌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다른,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다른 돌봄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모성에는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짜증이나 지겨움도 있을 수 있고, 헌신

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은게 있는데, 이걸 돌봄이라는 단어 하나로… 말하다 보니 돌봄 안에

도 짜증이나 지겨움, 헌신,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에는 다 짜증도 나고 싸우기도 하

고 갈등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가끔은 희생도 해야 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지만… 책임지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돌봄은 적당한 수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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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모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직업으로 하거나 해도 일상생활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를 것 같아.(사례 D4) 

또한 최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월령, 연령이 낮아지면서 그 경계는 

더더욱 무의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초기

양육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용지불과 무관한 돌봄 공조 역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쌍둥이 엄마들, 특히 애들 어렸을 때, 둘을 어떻게 해볼려고 정신없이 아등바등하잖아. 목욕탕

을 간적이 있는데 애들 옷을 벗겨놓고 어찌해야될지를 몰라 하고 있는데 다른 엄마들이 나타

나서 막 나타나. 나 쌍둥이 엄마였어. 이러면서 막 나타나고, 가만있으라고 그러면서 막 머리 

감겨주고, 마트에 갔는데 카트에 아이들에 어휴, 근데 막 나타나. 짐들어주고, 애 엄마들, 나 

쌍둥이 엄마였어, 할머니, 또 애엄마였어, 이러면서 막나타나서 도와줘. 동병상련인거지.(사례 

A4)

(사례 B7)은 위탁모 일을 했었던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꼽았

다. “품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험”의 행복함도 있었지만 집안에 돌볼 아이가 생김

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의 화합이 이루어졌다. 개인의 맥락에서는 남편의 과한 성

생활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내가 직업으로 위탁모 일을 했지만 꼭 돈의 목적만은 아니었지.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 분위기

도 화목해지고, 일도 일이지만, 일중에서도 되게 힘든 일이지만, 받는 돈보다 더 쓰게 되고, 

지금도 이아이들이 나를 찾아와. 지난번엔 미국으로 입양보낸 아이가 커서 나를 초정해준거

야. 미국에도 다녀왔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일인지.(사례 B7)

1. 가족 자원의 활용

출산을 계획하는 것은 양육자원을 고려하는 것에 까지 계획의 범위가 확장된다. 

출산 계획을 하는데 양육자원, 가족양육자원의 고려가 필수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 오히려 주변의 양육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출산 계획에 주요한 변수가 된다. 

그리고 양육자원이 누구인가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개인의 경험 세계 안에서 아

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일어난 일이거나 상관없이, 임신·출산의 계획 단계에서

부터 양육자원을 염두해두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A3)는 든든한 대안으

로 “7년 동안 스탠바이”하고 있는 자신의 엄마를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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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7년동안 스탠바이 하고 계신거지. 우리 엄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때 키워야지 싶어. 우리 언니네 애기 봐줄때 보니까 엄마가 확 늙더라고. 나는 스물네시

간 집에 들어 앉아서 애 못키우거든. 한 3개월까지는 내 몸 추수리느라 있겠지만 그 이후는 

불보듯 뻔해. 엄마는 애기 봐야되니까 집안일 도울 수 있는 아줌마도 필요하겠지.(사례 A3)

(사례 B2)는 자신과 똑같이 양육 책임을 나누는 남편을 ‘요즘 남편들 다 그러지 

않나’라며 남편들의 변화를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견한다고 하였다. 모성과 관련

하여 우리 사회가 비가시화 해 온 부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존재한다. 여성의 

변화가 의도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왔다면 남성의 변화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여성

의 변화로 인한 젠더관계의 변화와 섹슈얼리티의 지형 변화로서의 부부관계의 변

화, 그리고 남편의 아이에 대한 관념과 태도, 양육행동, 양육에 참여해 본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잘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남편과의 관계는, 애를 낳고 나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뭐, 더 이렇게 

돈독해진 부분도 있는 거 같애. 좀 더 결속이 굳건해졌다거나 할까? 그거는 인제 우리 남편하

고 같이 육아를 함으로써. 그니까, 되게, 애를 돌보고 하는 거를 같이 함으로써,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뭔가 더 한 가족이라는 개념? 그런 것도 있고. 이전에는 남편이 약간 시댁에 소속된 

존재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 남편과 나와 

우리 아이가 더 일차적인 가족으로 분리된 느낌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서도 분명히 이제 우선 

순위가 우리한테로 더 옮겨졌고. 그런 부분이나. 육아를 할 때, 같이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

해서 끈끈한 동지애? 이런 것도 있고. 그니까, 보면은 인제, 남편들이 워낙, 옛날 아빠들하고 

다르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그걸 통해서 부부 관계는 더 나빠졌

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해하고 서로 더 배려해주는 마음이나 그

런 거는 더 커진 부분도 있어서 부부 관계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둘만의 시간도 가져야

겠, 더 못 갖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앞으로는, 앞으로 둘, 그리

고 애가 태어남으로써 앞으로 둘의 삶을 어떻게 할지, 노후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도 오히

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게 되고.(사례 B2)

요즘엔 남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육아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누가 모유 수유를 했더

니 일 년 동안 안 아팠다더라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막, 출산준비물 리스트도 사실 남편이 어

디서 적어왔거든. 그니까 임신 기간부터 되게 참여를 많이 하니까 남편이 참여 안 하는 산모

들은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요새 너무 당연하니까. 산부인과도 가면 산모

가 네 명이라고 치면 두 명에서 세 명은 남편이 같이 오니까. 평일에도 두 명은 같이 와. 반은 

같이 와 있어. 반차를 내고 와도, 남편이? 산부인과에 올 때도? 초음파 보고 이런 날은? 막 모

유수유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막 해야 된다 이러고.(사례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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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쉬고, 애가 뭐 학교에서 뭐, 유치원 다닐 때 이런 때도 아빠 

수업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엔 참여를 아예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남편들은 와서 인제, 참여하는 거 보면 그냥 젤 처음에는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하다가 이 학기 때쯤 되면 인제 남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훨씬 능수능란하게, 애한테 책

도 읽어주고, 엄마 못지 않게, 엄마 하는 일도 다 해주고.(사례 B5)

우리사회는 출산을 중심으로 모성과 비모성을 구분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워

킹맘과 전업주부의 양육경험의 차이는 물론, 출산모와 비출산모의 모성경험의 차

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부성 역할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양육의 경험은 다른 

영역의 성역할과 마찬가지로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속성이 되고 있다.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애들을 키우면서 모성이 생기는 것 같아. 다른 낳은 엄마하고 나는 다르

니까 비교불가능하긴 하지만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들, 이런 매 순

간들을 견디니까. 남편도 그런 순간들을 견디니까. 보면 내가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긴하

지. 맡겨놓고 어딜 갔다 오면 놀아주기만 하고 있어. 있는 반찬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정리도 

안하고, 씻기지도 않고, 코 막 나와가지고 흘리고 있어도 놀아주기만 하고 있어.그래도 똑같

아. 전혀 다르지 않아.(사례 A4)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그 때부터 훈련을 받는거야. 오로지 24시간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젖

을 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분간해야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 근데 첨부터 그걸 

어떻게 알아. 애가 울어 기저귀를 열어봐. 안 샀어. 그럼, 아, 젖을 달라는 거구나. 젖을 물렸

어 근데 안먹어. 그럼 아, 안아달라는거구나. 하는거지. 닥쳐야 아는거지 몰라. 근데 엄마라면 

알아야 하는거지. 그런 훈련 때문인진 몰라도 내가 여자니까 남편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

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 남자니까 첨부터. 근데 언제, 어떻게 이 트레이닝을 누가 받느냐의 

문제인거지. 나도 한달, 두달, 산후조리원에서 이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 잘 

아는 것일 수 있지. 근데 아직도 그래. 애가 울어. 그럼 우는 순간 멘붕이 와. 초기양육기에 남

편이 애기 보는거 힘들어 해. 그러면 나두고 나와야 돼. 그럼 배워. 훈련이 되게 되어 있어. 애

기 아빠가 나보다 더 잘해.(사례 B3)

또한 양육과 돌봄의 경계는 생물학적 엄마가 아닌 경우, 입양모와 계모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어머니 모성의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 입양모에게는 생

모가 존재하고 계모에게는 진짜 엄마가 존재한다. 생물학적 어머니 모성 이외의 엄

마역할에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님을 가시화하고 각각의 위치를 부각하기 위한 ‘구

분 짓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분 짓기’는 모성의 위계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엄마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닌 엄마노릇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 191 -

있는 엄마는 위계구조의 상부를 차지 할 수 없다. 때문에 전적으로 엄마가 아닌 엄

마에 의해 어머니 역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진짜 엄마가 부재한, 그래서 부족한 모

성 속에서 불완전한 성장을 경험하는 결핍된 존재로 여겨진다. 

2. 제 3의 엄마 또는 그림자 엄마

아이 돌보미와 가사도우미 등 제 3자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직장

맘들의 경우 육아입주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직장맘이 아닌 경우도 아이가 어린 경

우 입주도우미를 고용한다. 영유아를 키우는 직장맘에게 가장 큰 복은 ‘남편복’도 

아니고 ‘시가복’도 아니고 ‘도우미복(福)’이라고 한다.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노동 시장에 중국동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임금, 불안

정한 고용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등 열악한 일자리이기 때문이지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들을 ‘새로운 가족’, ‘제3의 가족’이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로 돌봄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양

선아, 베이비트리, babytree.hani.co.kr) 

이모가 일한 이전 집은 쌍둥이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집이었고, 엄마가 집에 있었다고 한다. 

쌍둥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이 집의 엄마는 집안일을 지속적으로 시켰다고 한다. 그

것도 끼니를 건너뛰면서. “자기는 아침에 몸에 좋은 주스 먹고 선식 같은 것도 먹어요. 남편도 

주스 갈아서 먹여 보내고요. 자기들은 먹을 것 다 챙겨 먹어요. 그러고는 아침 생각 없다고 하

면서 저한테는 일을 시켜요. 아침도 쫄쫄 굶어 가면서 일을 하다 오전 11시 가 되면 너무 배

가 고파 ‘아침 안 먹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 엄마 창고에 처박혀 있던 선풍기를 꺼내다가 씻

으라는 거예요. 너무 열이 올라 ‘일을 시켜도 밥을 먹이면서 시켜야 하지 않냐’고 소리치고 나

왔다니까요. 이러다 곧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양선아, 베이비트리, 

babytree.hani.co.kr)  

우리집에서 일했던 이모들 대부분 위염 증세가 있었다. 눈칫밥을 먹고,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하다 보면 끼니를 제때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 이모는 내게 “자기들은 달걀이며 

먹을 것 다 먹고 나는 딱 김치 하나만 놓고 밥을 먹도록 해 화가 나서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

다.(양선아, 베이비트리, babytree.hani.co.kr)  

모성은 일상생활이고 경제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이고, 경제적인 활동이 되는 직

업으로 행해지는 것과 구분 된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모성은 모성이 없이 행해서는 

안 되지만, 모성을 다루는 일은 모성이 없어도 모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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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성이 없이도 그냥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 모성이 있을 수도 있

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일이니까. 예를 들어 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환자를 

때려서 죽이는 간호사도 있고, 보육교사가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위탁모도 모성이 없어도 그

냥 일처럼,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일이야. 교사가 꼭 모든 아이를 사랑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사례 D4)

우리 가족은 이모와 함께 많은 추억을 그득그득 쌓았다.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온 가족이 함

께 눈썰매를 타러 가기도 했다. 꽃구경을 가고, 돌사진도 함께 찍었다. 이모는 때로는 내게 친

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 남편하고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내 속마음을 속시원하게 털어놓

고 남편 흉을 함께 보기도 했고, 밖에서 힘든 일 있을 때면 이모와 얘기하며 마음을 풀기도 했

다. 내가 몸이 아프면 이모는 친정엄마처럼 전복죽을 끓여주셨다. 야근을 해야 하고 주말에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담없이 이모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

다. 이모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양선아, 베이비트리, babytree.hani.co.kr)  

육아도우미는 모성을 위임받아 대행한다. 고용주에게는 “이모”로 불리며 아이

에게는 “엄마”로 불리는 “또하나의 가족”이다.141) 

이 이모님은 회사 간 나를 대신한 엄마야. 내 빈자리에 그림자처럼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사

라지는.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데려

오면 무슨 옷을 입혀서 학원에 보내주세요” 이런 메모를 써놓거든. 얼굴 못 볼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가? 이 이모님, 그냥 놔둬두 나보다 잘 알아서 하실텐데, 내가 이 이모님의 자율성

을 뺏고 있더라구. 어느 순간. 시킨 대로 해야하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는 내 뒤의 검은 그

림자 처럼.(사례 A4)

3. 양육적 모성의 상품화와 자원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믿을 만한 

곳으로 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경제적 능

력을 바탕으로 외부 시설 보다는 친청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봐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위 관료직의 경우는 입주 전문 베이비시터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142) 양

141) 출처: <한겨레> 육아사이트 ‘베이비트리’(babytree.hani.co.kr)의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142) 2013. 1. 22. SBS CNB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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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도맡아 하는 주체의 선정과 소득수준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양육적 모성이 

자본화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양육적 모성은 다양한 방식과 상품화로 자본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엄마 역

할의 위임, 대행,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양육적 모성의 자본화는 기존의 부불 보

상 관계도 지불 보상관계로 바꾸어 낸다. 예컨대 양육적 모성의 구매 경험이나 가

격이 매겨진 구매 가능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족 관계 내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양육도 지불 관계가 되는 것이 당연해졌다. 또한 가족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민폐”로 생각하며 오히려 서비스 구매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는 어머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양

육적 모성을 구매할 것인지,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를 기획하고 구상하는 역할은 여

성들의 일이 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양육적 모성에 대한 구매 

기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직장생활 유무와 무관하게 구매 행동이 이루어지

는 경향이 있으며, 죄책감 역시 다르게 구성되었다. 과거의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고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어머니들은 좋은 곳에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구성한다. 또한 부

족한 모성에 대한 자책은 양육적 모성의 구매를 촉진하거나 양육적 모성을 소비함

으로서 심리적으로 완화된다.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튼 나의 삶도 누리면서 애를 키우겠다. 적당

한 선에서. 근데 좀 걱정은 돼. 조절이 상당히 힘들더라고. 경제적인 부분. 그니까 내 것도 대

비하면서 애한테 써야 되는데, 해줄 게 너무 많으니까. 특히 모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그거를 

더 많이 해줌으로써 조금 완화 할려고 하게 된다든가. 그런 자책감. 그니까 뭘 사고 뭘 보내

고, 이런 것도 있고.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다들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이런 거를 왠지 

더, 더,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이러면

은 그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될 게, 나한테 더 챙기게 되나? 약간,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이 

들면 애한테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줄 거는 많고, 선택을 할 거는 많고.(사례 B2)

구매 가능한 서비스의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경계 없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

사도우미, 돌보미 선생님, 학습지교사 등을 비롯하여, 시설과 기관을 이용한 영유

아교육 프로그램, 육아교육서비스,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어린이집, 짐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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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 스포츠단, 영어유치원, 그리고 놀이 문화 공간인 키즈 카페, 키즈 레

스토랑, 뽀로로파크 등 영유아는 물론 아동을 특화한 공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영역이 스포츠, 예술, 음악, 언어, 과학, 수학 등에서 창의력, 직업교

육, 인성교육, 여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성을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늘고 있으며, 모성 동반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모성 대행을 희망하

는 경우, 구매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항공사의 플라잉 맘 서비스

를 들 수 있다. 

 

엄마가 최고의 놀잇감이었던 (사례 B5)는 너무 많은 놀이도구와 책들이 넘쳐나

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 또

한 갖고 있었다. 반면 현재 초기양육기에 있는 (사례 B2)은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집 이외의 공간들은 공공장소가 되었고, 아이를 둔 부모들이 공원을 이용

하거나 할 때, 아이를 위해 특화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놀게하는 것은 민감

한 사안이 되었다. 

남편이 OO이랑 공원에 나가서 인제 뭐야, 비눗방울 불기를 했어. 녹말 풀로 된거여서 무해한. 

근데, 사람들이, 어, 이렇게, 자기한테 다 온다고 못 불게 하는거야.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피해오는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사례 B2)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마음편한 공간을 

구매하게 된다. 모성주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이들을 양육한다.143) 양

육적 모성이 상품화되고 자원화된다는 것은 양육적 모성 인식을 하는데 상품화된 

양육적 모성을 소비, 구매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며, 모성 실천은 구매 능력이 있는 

경우에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이 구비 되었을 때 선택가능한 영역이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143)  <그림 28>가사도우미 안 쓰면 불행하니까

  우리는 참, 행복하기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지요?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

연 히     제공 받아야 할 서비스입니다.

  (출처: 인터파크 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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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양육적 모성의 재구성

모성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실체이며, 본래의 모성과 현재의 모성 사이의 간극은 

젠더관계가 불평등하게 변화되어 온 방식이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양육적 모성의 행위주체의 확장이 가져온 양육적 모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

을 기반으로 모성 인식이 이루어지며, 양육적 모성이 재구성되고 있는 맥락을 드러

내고자 하였다.

1. 양육적 모성의 재맥락화

엄마보다 엄마 노릇을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는 엄마가 모든 

곳에 있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처럼 있어 줄 수 있는 엄마 대

행, 엄마 역할의 위임 받는 경우 등 비용을 지불을 하면 얼마든지 소비와 구매가 

가능하다. 아이의 성장 단계별 교육 학원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할 수 도 있

다. 부모 노릇의 목록은 확장되고 한 명의 부모가 소화하기에는 힘들다. 부모로서 

점점 힘들어 가고 엄마 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그다지, 예전처럼 신문만 볼 수 있고 

이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아버지학교도 있고, 심지어. 아무튼. 그런 상품

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인 사람들이 왠지 그런 것들을 비용을 지불

해서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모인 거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자녀

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자신들은 자식들로부터 무언가를 기

대하지 않고, 과도하게라고 싶을 정도로까지 아이를 위한 소비를 하면서 학원을 알

아본다, 특목고를 알아본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바짓가

랑이가 찢어져도 상관없이” 뭔가를 하는 과도한  모성으로 현현된다. 

한국사회에서 ‘모성’은 더 이상 찬양되지 않는다. 찬양하고 신비화하는 담론은 

주로 생물학적인 신비에 가깝다. 출산적 모성에 대한 신비와 찬양은 사라지고 있으

나 양육의 신비함과 찬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꾸지 않으면 추해진다는 것도 알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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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니 안 낳고도 키우니까, 나는 지금도 뭐, 키우는, 키울 때, 엄마들이, 다 똑같은 거 같

은데. 막, 솔직히 막 엄청나게 감동스럽다고 하는데, 낳고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냥 뭐 하

나 했구나 이런 느낌이지.(사례 B2)

애 낳으면서 제일, 제일 그렇게 이상했던 게, 영화나 소설이나 다른 옛날 엄, 다른 엄마들 얘

기를 들어보면 그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신기, 신비롭고 놀라운 경

험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경험은 아니라거나, 애를 낳았을, 애를 키우고 

날 때, 그니까 애를 키우면서. 물론 인제, 그런 재미는 있는 거 같애. 애 임신하고 나서 서로 

남편하고 축하하고 뭐 임산부 요가 교실 같은 데 가서 다른 임산부 아줌마들도 새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이러고 뭐, 출산을 준비하면서 뭘 사고 어떻게 할지, 혼란과 함께 

기대감 뭐 이런 경험들은 되게 조, 그니까 이 세상에서 분명히 조묘하고 좋은 경험인데, 실제

로 애를 낳고 애를 딱 안았을 때 애를 막, 엄청난 감동? 솔직히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고. 그니

까, 와, 이제 끝났구나 하는 후련함 같은 거 있고 다행이다,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건 있는데 막, 막, 감격에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거 같고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 근데 오히려 퇴원하고 나서 애를 키우면서, 겪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애의 패턴에 

대한 좌절과 그러면서 내가 한 번씩 웃었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애한테 잘 해주면서 느끼는 

그 뿌듯함? 애가 뭔가 미소를 지었을 때, 내가 잘 맞춰서 잘 해줬을 때 그 애가 보이는 뿌듯

함? 내가 뭔가 해, 애를 재웠을 때 남편의 그 존경하는 눈빛?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크

지, 낳았을 때, 오히려 가졌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재미나 신선함? 그 계획? 이런 건 

있었는데 낳았을 때 그 정도의 막 엄청난, 감동과 느낌, 그니까 얘를, 이 아기를 낳구나 하는 

느낌이 있지만 키우면서도 그렇지 뭐. 애를 나중에 볼 때도 낳았을 때의 감동 이런 건 별로 인

제 희미해지고 키울 때 그 느낌이 훨씬 더 생생하지, 애 낳았을 순간은 그냥, 찰나처럼 조금 

있고, 애 임신했을 때 내가 되게 고생했구나 뭐 이런 거지, 막 태동을 들었을 때 막 어, 참, 뭐

지, 너무 놀랍다 막 이러지는 않더라고. 솔직히.(사례 B2)

친구가 아이 낳았다 그래서 아기 선물 사가지고 달려갔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된 걸 축하한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못봐 줄 여성이겠지” 이러는 거야. 엄청 추한 거 

안다면서. 그러더니 나보고 “너는 애 낳지 마라.” 이러는 거야.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

라 안 해도 될 경험이라면서. 나중에는 자기선물은 왜 없냐던데. 내가 그랬지. 철분제좀 먹으

라고.(사례 C2)

(양육적 모성의 재맥락화 부분, 양육적 모성이 강화, 강조되는 맥락, 출산적 모

성의 부차화를 통해, 기조를 바꿀 것)또한 출산적 모성을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

력을 하는 것 역시 눈물겹지만은 않다. 오히려 자신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면서 까지 

출산을 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부분만 출산적 모성

부분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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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나이에 치어서 결

혼을 했어. 그런 어떤 선택들을 탐탁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애기를 못 낳는데 

계속 시험관 아기를 해. 그러면 나는 되게 바보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없어도, 그 사람들이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근데 인제 그런 말을 

밖으로 표출은 하지 않지. 왜냐면 그게 조심스러우니까. 안 하지.(사례 C2)

아이를 맡기는 것 역시도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

을 희생하며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나은 일로 여겨지기도 하며, 양육자원에 남

편의 양육역할 뿐만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언니나 올케가 아이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맡겼거든, 우리 언니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런데 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언니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이

를 맡겨야지. 오빠가 돈을 많이 벌어. 충분히 4인,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생활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그, 우리 언니는 우리 언니의 꿈이 있고, 우리 언니, 우리 언니의 개인, 여성으로서, 개

인의 나처럼 언니도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근데 그걸 위해서 언

니가 당연히 그거는 해야지, 언니가 왜 희생을 해야 하지. 만약에 희생할라면은 둘 다 하든가. 

근데 우리 언니한테만 그걸 강요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 올케가 지

금 두 번째 육아휴직을 내고 있는데, 나는 내 동생은 왜 안 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왜 이

놈의 시키는 왜, 육아휴직도 안 내고 왜 올케가 계속 육아휴직을 해야 되나, 하는 거야. 아이

를 맡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사례 D4)

출산적 모성은 더 이상 찬양되지도 출산적 모성이 아니라고 더 이상 비난 받지

도 않는다. 과거부터 존재해 온 우리 사회의 계모와 입양모는 오히려 찬양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나 과거의 무조건적인 낙인과는 다르다.  

엄마가 낳았냐 안 낳았냐로 모성을 따지는 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도 낳아보니까, 아기를 키우는 거에는 분명히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나의 정신적인 노동, 에

너지가 다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많이 들어가고 지원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감내할 

때, 내가 낳은 애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이걸 뭐지, 포기하겠다 아니냐에 대한 선택의 권한

이 되게 좁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인제, 다른 상황이어서 이제 예를 들어 계모

다 했을 때, 그, 분명히 자기 애건 아닌 애건 애가 맘대로 키워지진 않으니까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 그러니까 고갈에 가까워오는 시점이 고비들이 찾아 올 때, 그거를 내가 낳은 

애면,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이런 나를 강제하는 마음이 조금은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이 낳은 애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있고, 못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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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을 때 되게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성의 차이라기보다는, 그건 당

연히 사람이 받는 스트레슨데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감안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기준치가 남의 애일 때와 나의 애일 때가 다른 거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얘가 

더 사랑스럽다 이건 아닌 거 같애.(사례 B2)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과대포장되어 있어. 그 정도의 환상적인 경험과 임팩트도, 그니

까 옛날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애를 낳아야지 여자들이 인정을 

받았잖아. 비로소 가족구성원이 내가 됐구나.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나는 인제 알고 있거든. 

그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내가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 관문 같은 거는 그만큼 임

팩트가 그 사람한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어떤 하나의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지, 내가 막, 내가 되고, 내가 완전한 내가 됐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경험은 아니

기 때문에 나는 인제, 남한테 있어서 적용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거나 할 준비

를 안 했다거나, 안 한다거나 한다고 해서, 모성이 있다 없다 라거나, 뭐, 솔직히 남한테 모성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삶을 사는 건데 그 사람이 모

성이 있다 없다에 관심도 없고, 그게 뭐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그니까 뭐, 잘 키

울 수 있으면 키우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안 키우고 자기 삶 사는 사람도 훌륭한 사

람이고.(사례 B2) 

또한 출산적 모성이 찬양되는 경우는 양육적 모성의 힘든 상황을 미화하기 위한 

기제로 모성의 생물학적 속성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주변 엄마들이 애들 다 커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인데도 학원이야기, 애 교육이야기 이런거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낳는지 얘기를 해. 왜 하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얼마나 

희생으로 키웠는지, 애가 아파서 고생을 했다는 둥, 모유수유하느라 힘들었는데 참고 성공했

다는 둥. 신기하지. 내가 그러지. 난 하나도 생각 안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냐

고.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게 알고보면 자기가 지금 엄마 노릇을 희생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 못듣고, 성적도 잠깐 올랐다가 또 허튼짓하고. 근데 잘해도, 

못해도 지적을 받으니까 무기가 그것밖에 없는거야.(사례 B6) 

엄마노릇이 정말 힘들어.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것 같아. 나는 모성본능이 부족해서 인것 같

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사례 B3)

출산적 모성은 양육적 모성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출산적 모성의 부

차화, 도구화, 권리화라고 명명할 수 있다.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키를 키우거나 몸매 관리를 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 생물학적 특질

은 얼마든지 쉽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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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는가이다. 어떤 교육을 통해,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가 중

요해지면서 출산적 모성은 부차화, 도구화되지만 양육적 모성은 신비화되고 장인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미국서 사는 동생이 한국에서 두어 달 지내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공항에 배웅을 갔

어. 근데 시부모님이 오셨더라고. 손주 볼려고. 근데 내 동생한테 “똑똑한 거는 입증 됐고, 이

제 니 몫이다.” 그러는거야. 그말을 듣고 동생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거의 뜨아~ 했지. 솔

직히 엄청 무섭더라고. 소름이 쫙 돋으면서.(사례 D5)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모성은 더 이상 신비화되지 않고, 오래도록 찬양되어 오

던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되어 온 어머니 노릇은 사라지고 있다. 다만 ‘과도한 모성’ 

혹은 ‘문제적 모성’, 모성이 있는 존재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 등으로 가시화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어머니의 희생’으로 점철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더 이상 회자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비정한 모성에 비해 현재는 희생과 무관한 방식의 도를 넘어선 과도한 모성이 재

현된다. 꼴불견인 엄마들이 등장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한 어긋나고 이기적이면서 

도를 지나친 모성이 과도한 모성으로 구성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어머니 노릇, 

즉 양육과 관련된 엄마일은 고도로 전문화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 

A3)는 자신이 계획한 방식으로 양육실천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

고 있다. 

  

나는 자식을 뒤흔드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아. 친구같은 부모,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두려운 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할 것 같고, 내 아이도 모든 걸 잘

하는…  아이이길 바랄 것 같아. 남보다 뛰어난 아이. 꼭 공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이든. 

애들을 키우는 스타일들… 다 다르겠지. 방치하는 것 처럼 보이거나,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뒤흔들거나… 근데 이해가 돼. 그런경우라 할지라도. 그건 엄마만의 잘못도 아니고 맥락들이 

다 있는거잖아. 병적으로 그런 엄마들이 있어. 되게 양가적인데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런 경

우라도. 이 엄마들도 갈등을 겪고 있을 것 같다고나 할까.(사례 A3)

일부 젊은 부모, 특히 이혼부모들 중 자녀를 귀찮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경우든 자녀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이기심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민주화 과

정의 과도기 현상이기 보다는 선진민주사회의 사회붕괴과정에서 보여주는 파행적 현상으로 

보여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가정법률상담소 엄신자간사는 “통계라기 보다는 그동안 

상담과정에서의 느낌이 40대를 전후해서 젊은 층일수록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생각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20~3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라고 말한다. 이유는 과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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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이 노후보장수단으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부모세대에 대하고 있는 행동을 미루어 장래예측을 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엄간사는 반문

한다. (중략) 자녀를 양자로 보내려는 경우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많은데 그 이유로는 재

혼 할 여성이 전처가 아이 기르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도 기르길 원치 않아서 이거나 아내에게 

양육비를 줘서 기르게 하느니 고아원에 주어버리겠다는 잔혹한 부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성에 비해 어머니들이 자녀를 맡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어머니가 친권인정이 안되며 양육비

를 안줄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어떻게 아이하나보고 살겠느냐, 차라

리 아버지에게 맡기고 재혼하겠다는 답이 특히 젊은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1983.2.8 매일경제)

“흔들리는 모성, 부성”이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에 실린 1983년의 기사는 “멀

쩡한 부부의 아이도 탁아소 신세”, “부모의 이혼으로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아이

들”이라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자녀가 방해가 되지 

않는 경향, 재혼을 위해 양자로 보내려는 부모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탁아시설의 기막힌 이야기로 “애기를 맡겨놓고 달아나 버려 곤혹을 치르게 

하는 엄마들”, “젊은 부부가 1년에 몇 번만 보겠다고 맡기러 오는 경우”, 그리고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 “엄마가 귀찮아하며 키우는 애들은 눈에 띄어요” 

“평소에 파출부들에게 맡겨놓고 외출이 잦은 엄마의 아이인 것 같았어요”라며 자

기자녀들에게 인간교류를 늘려주고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시작한 탁아모 일인데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맡다보면 자기 자녀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두렵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실렸다. 

“어머니들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1997년 9.22일자 한겨레 시평(신인령)에 

실린 글은 ‘위험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머니들의 가슴을 저미는 사건들로부터 우리

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곡된 어머니 상”을 버리고 자기 아이만이 아닌 

사회를 품에 보듬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각성은 이 시대 어머니들이 타락한 사회에 대한 공범의식을 가지고 이를 참회하는데

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남의 자녀를 짓밟고 자기 자녀만 대학에 보내려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경쟁주의에 찌든 비정함, 암울한 이 땅을 피해 자기 자녀만 일찍부터 해외에 유학시켜 엄청난 

외화를 탕진하면서 안도하는 몰염치, 자식이나 남편의 부정을 눈감아 주는 비양심, 한 발짝 

밖에만 나가도 금방 위험하고 오염된 환경과 부정에 에워싸일 수밖에 없는데도 오로지 자기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만 매달리고 사회엔 무관심한 가족이기주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아

무것도 나누어 가져본 경험이 없는 탐욕심,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북녘 어머니

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동족 어머니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물신주의, 생활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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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현대를 누리고 지향하면서 생각은 낡은 문화적 통념에 그대로 얽매여 있는 노예같은 

가치관. 이러한 왜곡된 어머니의 상을 깨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참된 어

머니의 모습’을 회복하여 지혜롭고 정의로운 어머니들의 기품을 찾는 운동이 절실하다. 진정 

자기 아이를 위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살 이 땅과 이 사회를 뼈아프게 품은 사회화한 모성이

야말로 참된 모성일 것이다.(1997.09.22 6면,한겨레)  

90년대 전까지는 자식과 가정을 져버리고 이혼하거나 아이를 내다 맡기는 모

성, 90년대에 들어서 자식과 가정을 위해 일과 양육 사이의 갈등을 겪는 모성이 있

었고, IMF 외환위기의 시기에는 인생을 위해 가정을 포기하는 모성, 이혼과 가출,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모성이 “문제화된 모성”으로 비쳐졌다. 90년대 후반까

지는 “비정한 모성”이 존재했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서는 “과도한 모성”으로 비

난의 지점이 옮겨졌다.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엄마가 옆자리에 앉

아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근데 그 엄마가 자꾸 자기 아이를 “아들~아들~”이러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꾸 그러는데 되게 역겨운거야. 난 왜 그러지? 내가 이상한가?(사례 D5)

“과도한 모성”은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계모인지 아닌

지,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양육의 

방식과 관련하여 불편한 모성들이, 도를 지나친 모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이제, 내 모성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모성은,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애가 스스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니까 잘 키워주는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 내가 뭐 헌신해서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자

기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키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책임의식 같은 거는 물론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내 삶

을, 그니까 나이 든 후에도 의지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게 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엄마로

서의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얘한테 보조를 받지 않는 게, 나중에. 그니까 지금

은 얘가 자립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하고 나는 앞으로 자립적으로 살 수 있고. 이게 내가 생

각하는 두 가진데. 책임이나 애에 대해서, 책임이 너무 없는 엄마들, 그니까 어느 정도는 포기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배려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너

무 안 하는 거. 애를 귀찮아하는 걸 드러내는. 그것도 애한테. 애한테 자기 화를 풀고. 물론 옛

날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보니까 ‘내가 너 때문에 뭣도 못 하잖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애한테 하는. 애가 막 엄마 엄마 하고 왔는데, 아이한테, ‘아, 저리 좀 가서 혼자 놀아.’ ‘내가 

너 때문에 뭣도 못 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몇 명이나 봤거든. 그니

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일 때는 아이한테 맞춰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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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데 그게 내 삶을 다 포기할 정도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애한테, 애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 같은 거를 자기 화를 푸는 거. 엄마들이 그런 정도

까지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엄마들이 보면, 되게 예쁘게 꾸미고 나와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나도 늙었나? 정말 젊은 엄마? 이십 대처럼 보인 엄마? 그

런 엄마들은 보면은 내가 신기할 정도로 예쁘게 꾸미고 나왔는데, 애한테 조금 심한 말을 잘 

하더라고.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감정 관리를 잘 하지 못 하고, 그냥 애한

테 이렇게 퍼붓는 방식으로. 근데 보면 애가 옷은 이쁘게 입었거든.(사례 B2)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엄마의 자격은 더 이상 생물학적 생모가 자연스럽게 엄마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닌 양육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가가 자격의 기준이 되어간

다. 

키즈 카페에서 봤는데, 이쁘게 입은 엄마가, 애도 뭐 한 돌? 돌 안 됐나? 돌도 안 됐을 것 같

이 해갖고 왔는데, 자기를 귀찮게 하고 되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 애한테. 근데 나는 너무 신

기한 게, 나는 애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막,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할 시간도 되게 부족

한데 저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애 봐주는 사람 없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

지? 하는데, 보니까 인제 뭐, 바운서나 어디라도 넣어 놓고 인제 뭐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예쁘

게 꾸미는 것도 자기한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고 나오는, 모임에 나오는 게. 그래도 조금은 

그런, 나를 꾸미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못 해서 내가 게으른가? 내

가 너무 막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있나? 그런 엄마들에 비하면?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한테 화를 풀고 애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조금은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 엄

마로서 너무 한다, 자격이 좀 부족하다. 특히 인제 뭐, 애한테 손찌검을 하는 엄마? 보니까 화

를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한테 생각보다 손찌검을 하는 엄마들도 좀 있더라구.(사례 B2)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기를 바라니까 그러겠지만, 자신들은 자식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과도하게라고 싶을 정도로까지 아이를 위한 소비를 하면서 학원을 알아본다, 

특목고를 알아본다,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바짓가랑이가 찢어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뭔가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사례 D1) 

과도한  모성으로 현현된다. 

여러 사례들에서 구술된 바, 흔히 아이의 문제를 엄마들, 부모의 문제로 귀결시

키는 경우가 많고, 과도한 모성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

러나 모성의 과도한 속성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애들 키우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순해. 이모님이 다른 애들도 



- 203 -

돌보고 그러시잖아.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이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암튼, 앞으로는 

더 속을 썩이겠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청소년기 애들 꼴보기 싫어서 애 안 낳을라 

했었는데… 어릴 때 속썩이는 거는 청소년기에 속썩이는 거에 비하면 암껏도 아니래. 휘둘리

지 않고 중심을 갖고, 대한민국사회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해법도 없어. 살 자신이 없어. 아휴 

이 아이들도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사례 A4)

전업주부가 되면 애가 내 얼굴이 되니깐 집착하게 되는거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울증 오

는 거지. 근데 이건 다 부모, 엄마 성격이야. 이해는 되지만 이 엄마가 성격이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거지.(사례 A4)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애 낳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성장을 했을지는 모르겠

지만, 애 키우면서 성장한건 맞는거 같아. 물론 누구나 그러는 건 아닌것 같아. 나는 애 키우

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게… 진짜 애가 뜻대로 되지 않거든. 밥 먹고 이 딱는거 하며, 옷 

입는거, 이 옷 입자 안 입어.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 아이의 특성인거지. 이런 사소한 것부

터 시작해서 애 순간순간마다 견뎌야해. 그러니까 인내심이 많이 생기는 건 맞아. 마음이 너

그러워진 것도 있고. 진짜 다른 세상이야. 애 키워보기 전에는 몰랐던.(사례 A4)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이성과 신념으로 이성적으로 이기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건데… 

이기적이 되기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애를 키워서가 아니라 원래 이기적인 것들

이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그런거지. 원래 그런 사람인거지.(사례 A4)

독특한 것은 “애들이 무슨 죄”라는 서사의 등장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의 욕망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을 과하게 투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서사가 등장하거나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경우’를 두고 등장하기도 한다. 중

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권리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동

반자살을 하는 경우’ 비정한 모성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모성으로 해석

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애들이 무슨 죄야. 애들을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이기적이 되

는건데. 그런건 좀.(사례 A4)

애들이 무슨 죄야. 자기들 힘들다고 동반자살하고 막 그러잖아. 부모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

이 무슨 죄야.(사례 B2)

이사온지 오륙개월 되었을 땐데 애기가 비슷한 나이라 친해진 친구가 있어. 나는 애 엄마 사

귀면서 기준은 하나야. 엄마가 자기애 기죽을 까봐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엄마, 자기 방

식만이 옳다, 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방식만 맞다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안하무인격



- 204 -

의 엄마하고는 친구 안하려고. 아이키우는 철학이 비슷한 사람이 좋아. 그런 엄마들, 불안을 

조성하는 엄마들이 있어. 그런 엄마들은 싫어. 꼴불견이야. 같이 있기가 힘들어. 교구는 이런

게 좋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린이집 왜 안보내냐 이러면서 자기 스타일을 강요해. 상대방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자기가 하는 것만 맞고. 시어머니한테 혼난것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를 못

하는거지. 또 배려 못하는 아이로 키우는거지. 취향이 다른걸 뭐라하는게 아니라, 그걸로 다른 

아이들을 배척하는게 문제라는거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소모적이야. 안만나는 거지.

(사례 B3)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재테크도 잘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해주고, 소위 프로엄마들이 

있잖아. 예전에는 소팔아서 대학보내면 되는 정도였는데 인제는 그 이상이지. 자기가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혼자 남겨

졌을 때 생존자원을 구축해 주는 것인 것 같아. 내 한몸 살리기도 힘든데, 이 아이를 위해, 이 

아이의 생존을 위해 뭔가를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생존해 갈 수 있게. 나는 생존

자원으로 돈과 공부, 그리고 깡다구를 남겨주고 싶어.(사례 B3)

전업주부인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진입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그

러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자녀를 위해 일을 할 때이다. 또한 여성 개인의 맥

락에서는 “어딘가에 기여를 했다”의 의미로 환원되기도 한다. 

삼사십대는 뭐, 사오십대는 학원비, 그 이후는 용돈… 각각의 나이대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

에 들어갈 때 용납되는 용어가 “학원비 벌어요, 과외비 벌어요, 우리 아이 뭐 시킬려구요”라

는 것이다. 노래방 도우미를 했어. 마트 캐셔를 해. 다 아이 교육을 위해 돈을 버는 그런 게 

되야 나올 수 있는거지. 애 학원비 벌려고 마트 캐셔를 두세 달 바짝 일했어. “파스값이 더 나

오더라.” 그래도 당당함. 어딘가에 기여를 했다는 당당함이 있겠지. 실제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고.(사례 B3)

우리 엄마가 간병일을 하시는데 우리집에 오시면 수입이 줄어들어. 그래서 간병일을 하셔. 또 

내가 아는 사람은 중산층이야. 시어머니도 잘 살아. 시어머니가 손주도 돌봐주고 돈을 받기도

하고 손주 용돈을 줄수도 있겠지. 그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기가 올라오겠다는 거

야. 본인 스스로는 계획이 있는거지. 손주 돌봐주고 당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시아버지 밥을 차려주기 싫은 거였어.(사례 B3)

2. 가족구성행위와 지향하는 삶의 다양화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성행위와 지향하는 삶의 다양화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강한 가족주의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합법적 혼인을 통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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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정상화하였으며, 자녀가 포함되는 가족을 이상화하였다. 이재경(2003)은 한

국사회의 ‘자녀중심성’은 근대핵가족의 주요한 특성인 ‘부부중심성’을 발현시키기 

어렵게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핵가족에는 부부중심의 특성을 갖

는 것으로의 변화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가족 내 자

녀는 필수적이며, 자녀를 통해 가족이 유지, 강화된다는 신념은 강하다. 그러나 무

자녀 가족인 (사례 A2)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부부중심성’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일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의 역학’의 변화와 ‘자녀관’의 변화를 수반

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부부중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144) 그러나 자녀를 가족구성의 핵심요건으로, 성관계를 부부관계의 

주된 척도로 사유하는 풍토 속에서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족은 여전히 ‘해체 가능

성’이 큰 ‘문제 집단’으로 가시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출

현과 변화하는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의 지형, 그리고 남성의 변화, 혹은 생물학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주도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도 고려되지 

않는다. 

(주변에 보면) 남자들의 생각도, 요즘은 남자들이 하나만 낳거나 아니면 낳지 말자고 하는 남

자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어깨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도 있으니까. 애를 몇 명씩 양육

하거나 이러려면. 그러니까 낳지 말자는 집도 많고 이러던데.(사례 A1)

한쪽에서 애를 원하는데 안 낳는다거나 이러면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둘 다 타협이 이루

어져서 몇 명을 낳자, 낳지 말자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삶의 방식이니까. 사고방식의 

차이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시부모나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다. 둘이도 마찬가지지만 시부모나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또 무언

가를 하겠지만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 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사례 A1)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대개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아이가 정말 필요

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마치 모성이 없는 사람으로 전형적으로 그려

지는? 그런게 있지. 하지만 변하진 않아.(사례 A2)

7년 전 돌싱이 된 (사례 C3)의 경우도, 남편과 자신은 아이 없이 자유로이 살기

144) 가족의 자녀중심성은 개인 혹은 부부가 아닌, 친족 네트워크와 사회를 통해 강화된다.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족은 부부관계가 가족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1~2명의 자녀를 두는 소자녀화, 또는 0명의 

자녀를 두는 무자녀화로 인해 자녀중심성은 약화되는 반면 부부관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부부관계

의 핵심인 남편과의 소통 가능성, 그리고 남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가족의 

모양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결혼관과 자녀관이 변화하고 부부관계의 의미와 역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 내, 부부중심성과 자녀중심성 사이의 고민, 갈등, 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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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했었다고 했다. 아이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지향도 중요하지만 확장된 가족 관

계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사례 C3)은 시부모님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에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졌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부중심적인 가족 특성을 갖는 것이 아

니라 부부중심적인 가족을 원하기 때문에 자녀 없는 삶을 원하기도 하였다. 

남편이랑 나랑은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삶 자체가 그래. 스타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애를, 애를 자기 인생에 끼워 넣

고 싶어하겠어? 무덤인줄 뻔히 아는데. 안하지. 우리끼리 명절에도 인도가고, 프라하가고, 맘

에 안들었나봐. 간만의 연휸데 지친 영혼을 좀 달래줘야지 않겠어? 쫌 심했나? 우리 시부모님

은 아들을 너무 몰라. 내가 주동잔줄 아는데, 아니올시다지. 애 낳으면 집에 붙들어 둘 수 있

을 줄 아셨나? 시어머닌 암튼 나보고 [애기] 낳는단 얘기를 곧죽어도 안한다며 막 분노하셨었

지. 이루 말로 다 못해. 집에도 쳐들어 오시고. 결국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렇게 됐고[이혼했

고]. 

싱글 맘인 (사례 B4)는 학부모 면담에 참여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주양육자는 생물학적 엄마라는 관념이 지배적임을 말하였다. 

내가 올해 학부모가 되었잖아. 학부모면담 이런게 있어. 안갈려다가 가긴 했는데, OO이네 학

교에 가보니까 아빠가 오신분이 있더라구.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모임하고 오는 길에 

다른 학부모가 그러는거야. 이렇게(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싱글대디’라

고. 속으로 그랬지. “그래 난 싱글맘이다.” 난 티가 안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참 웃기

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 엄마하곤 별로 친하고 싶지 않더라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생각

했지.(사례 B4)

양육적 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족구성행위와 지향하는 삶이 다양해진다

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주체가 다양해짐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부모를 포함하여 

양육 기술의 계발과 훈련은 양육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며, 이들 모두에게 믿을 만한 양육자원을 확보 하는 것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례 B4)는 양육자가 생물학적 어머니로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 특히 남성

으로 재현되는 경우, 더더욱 부족한 양육 기술과 양육자원을 가질 것으로 간주되

며, 그러한 경우, 모성이 부재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싱글대디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다른 사람들

과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누가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을 예전엔 안했는데… 요즘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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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꾸 싱글대디 어쩌고 하면서 유독 싱글대디만 힘든것처럼 말하

는것 때문에? 안힘든게 아니라 힘들겠지. 힘들지 않을텐데 힘든것처럼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다 있어도, 힘들 수 있고, 전혀 도움이 안되는 아빠나 엄마, 없느니만 못한 엄마나 아

빠도 있을 수 있고, 혼자여도 충분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암튼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 남들 둘이 버는데 혼자 충분히 벌지 못해서의 문제인건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럼 나는?(사례 B4)

얼마나 웃긴줄 알어? 싱글대디는 이혼이나 사별한 아빠야. 미혼부도 있겠지만 그럼 한부모지.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들어. 헛헛해. 나는 미혼모, 비혼모야? 

싱글맘이야? 한부모야? 이제 나는 나를 뭐라고 카테고리로 묶어야할지 모르겠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긴한데 중요하기도 해. 정체성의 혼란?(웃음)(사례 B4)

가족이 존재하나? 가족… 뭐 혈연이어야지만이 가족이다, 혹은 혈연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

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실 이것도 가족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경계가 없지. 왜냐하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집과의 혈족자, 피붙이라는 뜻

인데 결국 그게. 그렇게 나는 명명 짓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모순인거 같아. 내 삶에서. 굳이 

가족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현재는 나홀로가족이라 할 수 있어. 나중에는 공동체, 아

니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공동체로 명명하고 싶지 않네. 친구

들과 함께 살꺼야. 함께 살기.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OO이랑 

OO이가 같이 살수도 있고, 아니면은 OO이나 OO이랑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

들이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한 두 번 해본 적이 있거든.(사례 D4)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이기 때문에가 가장 큰 답이 될 거 같고, 

그리고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왜,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는 답이 안 되나? 음, 그전에 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정체성을 알기 전에 결정을 내

렸는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거는, 일단 내가 봐왔던 결혼한 커플들이 그렇게 행복하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애.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들 불행해, 너무 불

행해 보여서고. 불행해 보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두 가족이 만나, 가족이 만나서 이

렇게 산다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든 일,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

기 때문인 거 같아. 음.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행복하게 두 분이 얘기 나누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만약에, 두 분이 행복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되게 화목한 그런 어

떤 경험이 있었다면 선택이 결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 같긴 해.(사례 D4)

아빠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가 생겼지만,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빠의 부인인거지.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분이. 아들, 딸도 있어.(사례 D4)

우리 오빠의 꿈이 평범하게 가족을 꾸려 사는 것이듯, 나는, 나의 꿈은, 나는, 일단, 결혼한, 

왜냐면 내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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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에서 오는 여성에게 너무 부당한 일들이나 여성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경험들을 

나는 갖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올곧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인 거 같애. 그거는. 

그 올곧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게 나의 꿈인거지. 가족이 꿈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 가족이 아닌게 꿈인거지.(사례 D4)

결혼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소

신에 의해 하지 않은 (사례 B3)은 당시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 불필

요하게 가족관계를 기입해야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하였다. 

임신 5개월 쯤에 보건소를 갔는데 아빠를 적는 란이 있는거야. 내가 머뭇머뭇하니까, 윽박지

르면서 “아빠 이름 쓰세요” 이러는거야. 낙태를 하려고 하는거라면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기위

해 그럴 수 있다쳐. 여기는 내가 왜 굳이 이걸 적어야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거야.(사례 B3)

근데 나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게, 혼자서 아기 갖은 사람으로 보일

까봐, 단지 혼인신고를 안했을뿐인데, 일부러 산부인과에 갈 때 같이 갈려고 했던거 같아. 시

선도 시선이지만 다들 부부가 함께 오는데 혼자가면 왠지 모르게 쓸쓸해 지는거지. 지금은 시

간 맞추는 것도 귀찮고, 혼자 가. 내가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거지. 방어기제 였

던거 같아.(사례 B3)

산부인과에서 과잉진료를 많이 하거나 예를 들어 기형아 검사 이런거, 안 받겠다하니까 “그럼 

[기형아여도] 낳으실거에요?” 이러는거야. 나는 그렇다고 안 낳을 것도 아니고, 낳고 나서 치

료하면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 같아서 안하겠다고 한건데,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구. 나는 이미 새로운 세계에 

던져졌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불편한 경험들을 하는데 당하고 분노하고, 예측하지 못해서 통

제하지 못했지. 처음이라. 지금은 다 아는거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들 중 하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마가 되는게 쉬운 줄 알았어? 이런거.(사례 B3)

한국 사회의 가족중심주의가 강한 것의 부정적인 또 한 측면은 비혈연으로 구성

될 수도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 행위에 대해 편견을 삭제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내 성별에 따른 성역할이 사회에서 요하는 방식의 성

역할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출산·양육·가사노동과 관련한 책임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에게 국한된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논하

는 것도 마찬가지이다.145)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우리의 사회

145) 암묵적으로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를 여성으로, 생계부양의 일차적 책임자를 남성으로 상정하고 있는 한

국사회에서, 남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안은 정책적으로 논의 되지 않는다. 기업문화가 가족친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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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적 전통과 그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는 방식은 현재의 사회 변화와 

가치의 변화,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 가족의 긍정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졌던 책임과 노동의 부분을 잘 살려

내는 것에 있다. 이러한 가족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146) 가족은 본연의 기능을 발전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체되고 위기

에 처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는 결혼 내 출산만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강화

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의 경우, 즉 혼인이 성립하지 않거나, 결혼 밖에서 출산

하거나 혹은 결혼 내에서의 출산하지 않거나 결혼이 깨지거나 재결합하는 등의 경

우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통념을 갖게 하고, 성별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적이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양육적 모성을 축으로 모성 인식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1절에서

는 양육적 모성이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어

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양육적 모성의 내용 변화가 모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특히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이 집

중되는 시기인 초기양육기 시기 모성 인식의 특성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양육적 모성을 행하는 주체들이 출산자 어머니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고 양육적 모성주체의 확장과 변화된 모성 인식의 특성을 다루었다. 3절에

서는 양육적 모성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게 된 변화된 현실 속에서 양육과 

돌봄이 구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4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양육적 모성의 행위주체의 확장이 가져온 양육적 모성

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기반으로 모성 인식이 이루어지며, 양육적 모성이 재구성되

고 있는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모성인식은 양육적 모성에 참여할 기회의 증가로 인해 양육 주체와 

양육 내용에 확장과 다변화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생물학적 어머니만이 할 수 있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좋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중요함을 부각하는 경우는 있으나 남성

의 일-가정 ‘양립’ 방안이라고 하지 않는다.  

146) 아탈리는 “가족은 인구에서 예술, 성(性)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커다란 변화

에 따라 그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될 제도다.”라고 말한다(Attali, 1998: 29). 사회의 변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의 거대함은 물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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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태교와 모유수유 같은 모성의 기능들이 혼자의 힘이 아닌 조력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영아기의 엄마 존재의 중요성 역시 다른 양육자에 의해 대행 되어

도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가족구성 행위와 지향하는 삶의 다양화는 양육자

의 위치를 어머니로 한정하지 않는 변화를 보였다. 개인의 삶 안에 양육적 모성이 

매개되는 방식은 더욱 다변화되었다. 이는 생물학적 어머니 정상성과 가족 정상성

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주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적 모성은 훈련과 계

발을 통해 발현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주양육자의 

위치를 어머니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변화된 모성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체감하게 하였고,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사이의 긴장과 경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양육적 모성의 발현과 관련하여 일과 모성의 긴장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도 

모성을 구매, 대행, 위임 가능한 것으로 사유하고 있었으며 전일제 엄마 되기를 거

부하였다.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죄책감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논리를 적극 수용하고 있

었다. 또한 아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아이의 양육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욕구

는 자기를 위한 투자와 아이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었다. 양육하

는 아이의 생물학적 연결성과 엄마 노릇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엄마로 

호명되지 않는 엄마들의 엄마 노릇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암묵적으로 비가시화 해 온 맥락을 갖는다. 한국사회

의 모성담론은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를 근간에 두고 구축되었으며, 생물학적 어머

니가 아닌 이들의 어머니 역할은 비모성(not-mother)으로, 부적절한 모성일 뿐만 

아니라 모성이 아닌 것으로 담론화 해 온 역사적 과정이 현실에 기반 해 있지 않음

이 발견되었다. 또한 현재의 변화하는 모성개념을 은폐하는 또 다른 조건은 “위기 

담론”의 구성으로 주체의 변화를 ‘문제 집단’으로 호명하거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호명하는 방식에 있었다. ‘엄마’가 아닌 수많은 이름의 ‘엄마(진짜 엄마, 

길러준 엄마, 제 3의 엄마, 그림자 엄마)들’과 ‘엄마 노릇(투명 엄마, 하루 엄마, 아

침엄마, 주말엄마, 이모엄마, 고모엄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엄마들’과 

‘엄마 노릇들’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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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모성 정체성의 기획과 균열

앞서의 장에서 각각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을 축으로 모성인식의 변화를 살

폈다면 이 부분에서는 한국사회 모성 인식의 변화 양상을 모성 정체성을 축으로 

살피고자 한다.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경

험세계에서 모성 정체성은 다양하게 형성된다. 한국사회의 모성이데올로기는 생물

학적인 어머니의 본능적이고 희생적인 모성만을 가시화한다. 어머니인 자는 모성

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모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도덕적 우위를 갖는다. 때문

에 찬양되는 모성의 속성 외 다른 속성을 가질 때, 다른 모성의 목소리가 내면에 

들릴 때 어머니들과 일상적으로 어머니라고 규정되지 않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의

미화하고 있는 모성과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주로 나는 모성이 없는가, 또는 나

는 나쁜 모성인가? 나는 못된 엄마일까? 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본 장에서는 다양

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은 여성들이 모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의미망을 탐색한다. 출산 경험의 정상성과 정상 가족이라는 접점에서 형성된 소위 

‘정상적인’ 모성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 하에서 ‘어머니 됨’이라는 모성

(motherhood)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상적

인’ 모성에 어떻게 저항하는가, 이에 반하는 나쁜 모성이거나 모성이 없는 존재로

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연기(perform)되는 모성과 말해진 모성의 이면에 어떠한 

서사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러한 서사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를 면밀히 보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주관적 해석 변화를 포착하

고, 모성정체성이 임신‧출산과 양육경험에 국한하여 형성된다기보다 출산과 양육 

경험의 전후 시기에도, 실제 경험의 안팎에서 생애 전체를 관통하며 숙고, 기획되

는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억압

을 내면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의 행위 이면에 전략적 의도가 있음을 포착하

고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가시화하는 전략과 자신들의 모성실천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통해 모성정체성을 형성‧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자 하였다. 3절에서는 

모성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상품화된 모성을 구매하는 경험이 다양해지며 소비 주

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모성 소비의 경험이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

는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4절에서는 실제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모성

이라는 것이 모순으로 경험되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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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애기획으로서의 모성

모성은 한 사회의 성역할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사회의 젠더규범과 ‘정

상적 모성’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여성이라는 성별을 갖는 여성 전반의 생애에 모

성의 사안을 위치시킨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 있다. 

면접 사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모성을 경험 해 온 바와 개인

으로서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들려주었다. 모성과 여성성의 관

계에 대한 여성들의 주관적 해석의 변화는 모성을 재맥락화 하기도 하며 모성 이

데올로기의 강고함에 균열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모성 정체성은 임신‧출산과 양

육경험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 경험의 전후 시기에도, 그리고 실제 경험의 안팎

에서도 형성되었다. 또한 모성 인식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며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닌 개인의 전 생애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숙고

되고 기획되고 있었다. 

1. 모성 정체성의 다층적 구성

① 생애적 차원의 숙고

사례들은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줄곧 “살아오면서”, “살면서”, “이날 

이때까지”, “이제껏”, “그 시기에는”, “이 나이에” 등의 표현을 동반하곤 하였다. 

개인이 현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성의 의미를 말하는데 있어 살아온 삶의 맥락

을 끌어오고 있었다. 임신‧출산‧육아라는 생애 압도적 경험의 시기를 경과한 B그룹

뿐만 아니라 A, C, D그룹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특성이었다. 자신의 아이 셋을 포

함하여 이혼 위기의 시동생 아이들을 맡아 키웠었던 (사례 B6)는 살아온 맥락 속

에서 모성에 대한 의미가 모양새를 찾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성은 일시적인 사

건이나 특정 경험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살면서 느끼는” 생애 맥락에서 구성된 의

미인 것이다.  

 

살면서 느낀건데 내가 모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거야. 주변의 애기들은 다, 되게 힘든 시기

였을 때도 내가 키웠어. 나한테 맡기면 애들이 나를 안 떠나기도 했지만, 작은엄마랑 같이 산

다고 막 그럴 정도로.(사례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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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을 생각도, 결혼 계획도 없어진지 오래인 (사례 C2)도 “살면서 항상 

고민”해 온 흔적을 묘사했다. 30대에 “치열하게” 고민했었고, 그 전과 후에도 고민

거리로 “항상” 부딪히는 사안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모성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는 여성들 역시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사는 정상적인 여성상’으로부터 온

전히 자유롭지만은 않으며, 삶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모성과 관련한 “내 인생”을 

배치해야 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살면서 항상 고민하지. 남들 보기엔 세상 편한 인생이라 하겠지만. 치열하게 고민했던 30대, 

그때가 가장~, 그땐 지났지만 지금은 좀 종류가 달라졌을 뿐, 주변에서도 그냥 놔두질 않아. 

그땐 결혼해라, 애기 갖고 싶지 않냐, 지금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니 애 낳아서 키우면 더 잘

키우겠다, 심해. 내 인생, 내가 살지.(사례 C2)

레즈비언 비혼 여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례 D2)는 “이제껏 살아온 삶” 속에서 

모성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사례 D2)에게 있어 모성은 ‘불쌍

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었으며, 도움과 보살핌을 행함에 있어 “적

당한 선”을 긋지 못한 것은 “모성이 많”아서 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천성이기도 하

였다. 불쌍한 이들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확장되어 발현되기도 하였

으며, 스스로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 의미화하고 있었지만, “짝꿍”의 시선에서는 

“오지랖”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보다 우선하여 “밑도 끝도 없

이” “적당한 선”을 넘어 과하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짝꿍”에게는 안타깝게 비춰

졌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서비스 받아 선물사주는 꼴”이라는 표현은 (사례 D2)가 

“이기적”이지 못해 겪는 고충을 압축한다. 

 

이제껏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니 내가 되게 모성이 많아. 많아서 탈이었던 것 같아. 오지랖 넓

게.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막차 끊기는데도 도와주고, 지하철 입구서 할머니가 

파는 떡 만원주고 사먹고 탈나서 병원가고, 애기 엄마 끙끙거리고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도

와주고. 이루말로 다 못해. 내 짝꿍이 이제 그만 좀 하래. “난 니가 쫌만 이기적이었음 좋겠

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오지랖이라고. 조카들도 마찬가지야. 현금서비스 받아서 선

물사주는 꼴이래. 그런 적도 있고. 진짜. 뭐든 적당해야하는데... 적당한 선이란게 있는데.(사

례 D2)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을 당했”고 20대 초반에 “홀홀단신으로” 생계유지를 위

해 “가정부”일을 시작한 (사례 C4)는 “멋모르고 결혼”한 “애기”가 이혼 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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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을 하며 “어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사례 C4)이 가정부 일을 시작한 

것은 생계벌이의 목적이었지 아이를 낳지 못해 실패한 결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

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해 원 가족과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소외된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며 “더 큰 일”을 하면서 

살라고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것으로 여기며 긍정하고 있었다. 또한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례 C4)는 낳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업으로 하며 살

아온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보람되며, 부모됨을 행하는 어른으로서의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가사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부일은 “마땅히 할 것”이 없어 

하게 된 일이었고, ‘당시엔 몰랐지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낳지 않은 아이를 키

우며 살아온 경험은 “ 더 큰” 모성 실천이었으며, 아이와 자신 모두를 성장시킨 경

험이었다.   

나는 멋모르고 결혼해서, 또 이혼을 당했잖아. 내 인생이 이렇게 갈려고 그런거지. 오히려 잘 

됐어.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지금이 훨씬 행복하지. 왜냐하면 그때는 멋모르고 포기하

다시피, 결혼도, 애기도, 이혼도. 열아홉에 결혼해, 애기 안 생긴다고 3년 만에 이혼해, 그 이

후로 쭈욱 홀홀단신으로 서울 와서 가정부했잖아. 살아야 되니까, 마땅히 할 것도[없고], 그랬

겠지만, 그 때부터 제 2의 인생이 시작한 것 같더라고. 그전에는 기냥, 애였지. 내가. 나는 내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 팔자는 아닌가보다, 진짜. 지금 보니, 더 큰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 

그런가보다 고래 생각 했었드랬지. 가정부하면서 나이도 먹었지만 애가 어른 됐지 머. 애 키

우는 일이 그런거야. 당시는 모르고 넘어가지만 키우면서 나도 크고. 큰사람. 큰사람 되는 일. 

[키운 아이들]다 잘됐어. 난, 나도 내 가정 꾸려야지 단 한 번[도], 생각 한 번 안하고. 안 들

더라고.(사례 C4)

위로 일곱[살] 차이나는 오빠, 돌아가신지 꽤 됐고, 밑으로 4살 여동생, 딸 하나, 아들 하나, 

다 대학생 됐지. 나한텐 이 사람들이 가족이야. 이건 [동생네 가족]내 가족이 있어도 마찬가

지야.(사례 C4)

나는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이가 있는 삶을 상상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지, 해 본 적이 없어.(사례 A2)

이날 이때까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게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내가 이기적으로 살

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게 없으니까 “이날 이때까지 뭐했냐” 소리나 듣

고. 남들은, 이 나이가 그래, 신혼부부거나 이제 막 애기 낳았거나, 주변에 친구들 보면. 살아

오면서 나름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했던 생각, 든 생각이지만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애를 언제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겠고, 입양해서 키우고 싶을지도 모르고. 너무 헉헉거리고 

살아왔나...(한숨) 나름 인생의 고민이었는데, 생각해보니 구체적인게 하나도 없당.(사례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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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품안에 끼고, 품안에서 먹여줘야 하는 그 시기에는 모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

에 생기는 게 모성이야. 그 시기에 비하면 그 이후에는 아냐.(사례 B7)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에 있어주는 게 모성이야.(사례 A4)

모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지만... 내 생각에 있는 것 같긴한데... 근데 왠지 나한테 

모성이 없다고 하면 “인생 헛살았다”고 말하는 것 같을꺼 같으. 인간미가 없는 삶이라고나 할

까. 되게 매력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모성이 있냐, 없냐 따져보지 않잖아. 근데 

막연히 있을꺼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케 생각하잖아. 그케 믿고 싶은 건가?(사례 D4)

직접적으로 생애사적 맥락을 끌어오지 않는 이외의 구술에서도 모성이 생애 측

면에서 숙고되고 있는 과정은 여실히 드러난다. 아래의 (사례 B6)의 경우처럼 자신

의 성장기를 회상하며 ‘본인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자신의 삶이 “자식을 

차별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삶의 지향’이기도 하고, 

삶의 시기 시기마다 ‘엄마됨’에 대해 성찰하며 자신의 ‘모성 정체성’을 구성해 온 

과정이자 결과였다.    

우리 엄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식을 차별하는. 치맛바람 장난 아니었지. 우리 엄마가 

나름 그 당시 알아주는 큰손이었거든. 큰 아들, 군대 안 보낼라고 손써서 뉴스에도  났어. 엄

마가 되가지고. 다른 자식들한테 챙피한 엄마가 되면 안되지.(사례 B6)

② 모성정체성과 여성정체성의 관계 변화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 변화는 임신․출산과 같은 출산적 모성과 무관하게 모성인

식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등장하게 하였다.147) 여성들의 모성 정체성은 단순하게 

구성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를 겪는다. 계급별, 계층별, 출산경험 유

무, 양육경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성의 의미를 함축하며, 지향하는 삶의 모양

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 실천되며, 다양한 모성 정체성을 갖는다.  

‘정상적인’ 모성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이 스스로 구성한 모성개념과 

현실의 간극을 경험하게 한다. 과거의 모성개념과 다른 모성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147) 2장에서 모성의 출산적 측면을, 3장에서 모성의 양육적 측면을 축으로 현재 어머니가 아닌 여성과 어머

니가 되지 않을 여성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어머니라 규정되지 않는 여성들의 모성 인식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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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모성이 없는가”를 자문하게 한다. 생물학적 출산을 통

해 어머니 노릇까지를 행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아직 생물학적 출산을 하지 않은 

출산계획이 있는 이들, 또한 생물학적 출산 경험과 무관하게 스스로 모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전반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며, 스스로 구성한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는 임신 전부터 시기별 양육 전반에 걸쳐 구성되고 있다. 

모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면접 사례들은 모두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이건 없는 경우이건 마찬가지로 난해해하거나 답하기를 주저하였

다. 출산 또는 엄마노릇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만 “모성”은 말하기 어렵다. 

모성이 뭘까? 글쎄. 난 정말 뭐라고 생각할까? 어려운 것 같아. 어찌보면 어려운게 당연한데, 

왜이렇게 어렵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할 수 없네.(사례 B3) 

또한 임신, 출산과 같은 생물학적 속성을 전제로 한 모성과 어머니 노릇이라 칭

해지는 양육적 모성, 그리고 모성정체성이 중첩되어 통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은 출산적 모성개념이다. 즉, 정상적인 가족관계 안에 

있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한 아이를 중심으로 소위 정상이라는 모성 개념은 형

성되고 있으며, 모성주체는 당연히 ‘배 아파서 낳은 엄마’로 상정되며, 그 외의 모

성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호명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사례들은 아이 낳기를 하지 않거나, 출산을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도록 두어도, 

스스로를 응당 모성을 가진 존재로 사유하면서도 담론화되고 가시화된 ‘일반적’ 모

성과 다르다는 느낌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 모성’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성이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내가 애 갖기 싫어서 이혼 한 사람이지만서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성은 아닐지 모르겠

지. 그치만 난 모성이 있다고 봐.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사례 C3) 

‘그런 모성’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희생의 화신’이고, 일을 위해 아이양육을 부차화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껴 마땅하

고, 결혼 밖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 되며,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물론, 성별을 떠나 모성적 속성을 발현시키고 모성적 실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모

성을 논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개념과 현실의 간극은 임신을 통한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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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의 양육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여성, 어머니에게서 일관되게 

이루어지던 것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출산과 양육이 분리 가능한 것

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발생한다.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육아일을 나는 모성으로 생각하나? 

낳는 것을 모성으로 생각하나? 육아일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남편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배속

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아무 것도 안 했잖아. 내가 뱃속에 담고 있을 때 옆에서 보조만 

했지, 지가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니니까. (나는)낳았으니까, 거의 남편이 알아서 하고 나는 보

조만 해야지. 그럼 나는 모성이 생겼다 없어지나? (사례 A1) 

월커(Walker, 2011: 8~11)의 무자녀 여성 연구에 따르면, 아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으나 항상 아이의 이슈가 건강이나 일과 같은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서 밀리거나, 결국 아이 낳기를 결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거

나, 유산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의 경험이 있는 경우, 아이 낳는 경험을 고통으

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용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원

치 않으며, 아이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면접 사례 중 무자녀 사례는 단 한 사례(사례 A2)인데 위의 월커(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D 그룹에서 임신과 출산을 ‘고통’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사례 A1)처럼 개인의 성향이 “겁”이 많은 

경우도 ‘고통’으로 사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교롭게도 월커 연구의 ‘고통’부분을 

제외한 무자녀 여성들의 나머지 특성들이 유자녀 여성뿐만 아니라 면접 사례 전반

에 산포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사회의 제 맥락과 변화 양상에 따라 모성은 독

특한 특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개인의 모성인식과 실천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모성인식과 개념은 사회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고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성의 세 구성요소로 살펴보자면 무자녀 사례인 (사례 A2)는 본인이 “생물학

적 모성은 없으나 양육적 모성과 모성애는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 무자

녀 여성의 경우는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정

체화 하였다. 임신․출산을 경험하지 않았거나(그룹 A와 C) 임신․출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그룹 D)는 양육적 모성에 초점을 두고 출산적 모성을 부차화 하였으며 

모성정체성을 양육적 모성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성”으로 의미화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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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B)는 양육적 모성의 힘든 측면을 부각하며 출산적 모성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른 해석을 하였고, 모성정체성을 양육적 모성경험과 

“개인의 성향 또는 성격”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애기를 낳아보는 그 경험, 나는, 나는, 경험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 그래서 건너 뛰

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아.(사례 D4)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이 확실한 (사례 A2)의 경우, 본인이 모성이 있는 것 같

다며 불확실하게 말하였다. 왜 불확실하다 생각하는 지 되물었을 때, 과거와 현재

의 모성개념의 변화를 말하였다. 

음…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다가 아니라 있는 것 같다? 왜?) 예전에는 결혼과 동시에 나는 모

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모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임신출산을 할 계획이 없어서. 남

편도 알고 결혼했지만 언젠가 마음이 변하겠지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제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모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모성애가 없구나. 나는 모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신출산을 하지 않겠다였던 거지. 그 당시에는 모성이 없는 것 같았지. 

7~8년이 지난 지금은 모성이나 모성애를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어. 모성은 성질, 성격을 나

타내는 것 같고, [모성]애는 사랑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또 모가 들어가니까 어머니의 사랑, 

엄마가 나타내는 성질? 모성 이런 거 같은데,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어

린 여자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게 모성인가, 또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

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사랑했었구나. 난 여잔데, 여성인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꼭 손

위,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자비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자녀가 엄마를 대상으로 모성을 가질 수

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내가 모성이 없는 사람인가? 그동안 아이를 원하

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삶을 선택하겠다. 모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내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부모만 느낄 수 있는 것? 그거는 혈연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부모만, 엄마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A2)

모성이란 불완전한 주체인 유아 및 아동을 성장의 책임을 가지고 보살핌을 행하

는 실천과 마음이다. 그러나 꼭 자녀를 향한 속성이 아니며, 엄마가 아니더라고 가

질 수 있는 속성으로 확장되어 사유되고 있다.  

내가 모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을 당시도, 그 때도, 인류애는 가지고 있었거든. 타인

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단지 내가 아이를 갖거나 그랬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했던 것 같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반문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

던 것 같아.(사례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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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여자니까. 음, 없어도 돼요. 왜냐면, 불완전한 존재, 지속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모성이기도 한것 같은데, 모성이 없

으면 왠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 거 같고. 여자답지 못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인데.(사례 D5)

애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말이에요. 그리고 모 자라는 말이 한자가 그런 거

잖아요. 어미 모. 그죠? 엄마. 엄마라는 거는, 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냥, 사람들의 새끼, 자

식이라는 것에 상응하는, 그런 엄만거죠. 그러니깐, 그래서 자꾸만, 이제, 입양한 아이의 모성, 

이런 게 아, 모성은 꼭 내 몸에서 나온 어떤 뭔가, 생명체,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니까 그런 게 담겨 있어서 자꾸만 여자들이, 어, 여자니까 없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례 D5) 

한국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출산을 한 어머니와 이성애적 가족관계를 넘어서 모

성을 개념화 하기 어렵다. 또한 여전히 성별을 지칭하지 않고 주양육자를 이름 붙

일 수 없으며 호명할 수 없다. 동성애자이고 파트너와 가족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

모를 대신하여 대학생이 된 조카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살고 있는 (사례 D3)

는 모성이라는 개념이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속성을 갖

는다고 말한다. 출산의 경험도 양육의 경험도 연애의 경험도 없는 독신주의자 (사

례 D1)도 자신을 모성을 가진 존재로 정체화하였다.  

모성 있지. 당근. (모성이 뭔데?) 음… 꼭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그 의미가 너무 

크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거나, 경험이 다르거나, 그렇잖아. 모성이 뭘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있다고 했잖아. 왜 그랬지?(사례 D3)

있을껄. 있어. 있다고 할래. 남들이 보기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을래. 있어. 사실 없어

도 상관없는데, 남들이 없다고, 모성도 없는 사람 취급해도 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

이긴 하지만, 있어.(사례 D1)

생물학적 출산여부와 출산 계획 유무와 무관하게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아이를 

돌본 경험을 중심으로 모성에 대한 의미망을 구성한다. 

 

예전에는 모성을 너무 크게 생각한건지 작게 생각한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

어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없다고 생각했던것 같아. 근데 조카들이 생기고, 오빠랑 

남동생 둘 있는데 다 결혼해서 조카가 있거든.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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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난 심플하게 생각하거든. 나는 조카들을 굉장히 잘 돌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만났다 

하면 굉장히 신나게 잘 놀아주고, 마음껏 사주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주고. 그리고 

뭐, 낯을 가리는 아이들도 되게 잘 봐서 잘 재우고. 이런 스타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람들

이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잘 한다 그러더라구. 그런 걸 봤을 때는, 내가 그만큼 아

이를 예뻐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모성이 아닐까, 라

고 생각을. 내가 아이를, 나의 아이를 직접 낳아서 걔를 돌보진 않았지만 조카들을 대하는 나

의 태도나 뭐 이런 것들? 조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 너무 예쁘

고. 조카들보다 덜 하지만,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난 아이들도 너무 예뻐. 나 그래서 계

속 쳐다봐. 그리고 걔들이랑 눈인사라도 하고, 막 까르르르 하고. 아이를 보면은 자동반사적으

로. 오늘도 한 아이를 지하철에서 웃으면서 바라봤더니 걔도 나한테 웃어주었어. 되게 행복해

졌어.(사례 D4)

지금 조카가 중 일인데 우리 언니가 직장생활 할 때, 우리 집에서 일 년을 키웠는데, 애들이 

신기한게 젊은 사람을 좋아해. 할머니, 우리 엄마보다. 평일엔 우리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토

요일 오전에 데려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오고. 이모 이모 하면서 따르는데, 너무 이뻐서 물

고 빨고, 아낌없이 돌보고 거의 내자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때가 내 인생에서 모성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인 것 같아. 둘째는 여자앤데 우리 집에서 안키웠거든. 그 아인 그렇지 않

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어유 우리 OO이” 이럴정도로 특별해. 각별해.(사례 A3)

모성 개념은 여성 개인의 경험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유동성을 

갖는다. 잠재적으로 모성을 가진 존재임을 부인하진 않지만 삶의 장면에서 보이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모성이 발현되는 특정 맥락이 존재하고 있다. 

 

초기양육기 경험 시기에는 있었어. 지금은 없어. 내 안에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난 지금 

모성은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싫어. 어느 순간부터 애가 싫어. 싫어졌어. 

그래서 애 하면 떠오르는게 어지르는거,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거, 그리고 빽빽거리고 우는거. 

심지어 한번은 마트에 갔는데 네 살정도 된 남자앤데 빽빽거리고 우는 거야. 내가 걔 앞에 가

서 소리를 질렀다니까. “시끄러!” 그럴정도로. 애가 우는게 싫고 미치겠는거야. 보기가 싫어. 

어딜가나 우는 아이들. 딱 떠오르는게 귀찮아. 애들이 귀찮아. 확실히 모성이 사라졌어.(사례 

A3)

모성이 있기 때문에 애를 낳고 싶은게 아니라, 임신을 했어. 애를 낳아. 지금 내가 애가 싫다

고 했잖아. 내안에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를 낳고도 모성이 발현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고, 장담할 수 없어! (사례 A3)

전통적 모성 개념은 세대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옛날엄마와 요즘엄마 사이의 간

극에서 비롯되는 모성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개념의 차이는 모성에 대해 사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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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든다. 

요즘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에 비해서, 참을성이 없다나?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참을성이 없다

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려 그런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념의 차이도 있지만 확실히, 

개념의 차이랄까, 기대되는 모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니까, 그 언니들이나 시어머니나 

보면, 힘들다고 말을 하면 안 된대. 애기를 키우면서. 그거는 기쁨.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애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힘든 거는 힘든 건데 애가 예쁘기도 하니까 하고, 애는 예쁜 건 예쁜 거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뭘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지 왜 그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엄마는 힘들다 그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집에 그렇게 있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이 맡겨 놓고 

나오면, 저 나쁜 엄마라고. 엄마도 답답하니까, 나와서 누구한테 맡겨놓고 나와서도 뭐, 술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상상도 못 하는 일 같이, 나쁜 엄마, 그렇게 못 하는 나쁜 

엄마? 그니까 못 하는 거는 정말 경제적이나 자기 직장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못 한 경우가 아

니면 자발적으로 안 하면 그건 나쁜 엄마라는. 그니까, 나는 제일 느끼는 게, 티비에서, 티비

에서도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 아 쟤 봐라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맡겨놓고 자기는 나가서 노

네. 애를 놔두고. 나쁜 애, 저 속 없는 애 나쁜 애. 엄만 당연히 그렇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당연히 있어야 돼. 숨통이 막히는데. 그리고 인제, 내가 왜 너무 힘들다 이

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 년만 더 참으면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진다. 지금 이 제일 힘든, 

지금 제일 힘든 때고 이제 하나도 안 힘들고 애가 이쁘기만 하대. 이제 앞으로. 근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문제들 나타날 것 같고. 애한테 돈은 점점 더 들어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쪼달

릴 것이고. 뭐 그런데 애에 관해서, 애를 낳아서 내 삶이 바뀐 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나

쁜 엄마? 불평을 하면 나쁜 엄마라는 그건 개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 그러면 안 되고 하하

호호 해피해야 된다 이러는데. 시어머니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건 기쁨이야” 이러시는 

거야.(사례 B2)

헌신적이면서도 항상 기쁨이어야 하는 모성은 변화된 주체들에게는 개념과 현

실사이의 불협화음을 경험하게 한다. 스스로가 모성이 없는 존재인가를 자문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모성이, 그니까 엄마로서 그런 마음이 부족한

가? 왜냐면 티비에나 이런 데서 보면, 난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어. 엄마가 막 애를 감싸가지

고, 위기의 상황에서 엄마는 애를 감싸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

문도 가끔 든다거나, 막 걱정도 돼. 왜냐면, 저럴 때 내가 저렇게 못 하면 어떡하지? 엄마는 

저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못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거 같은 엄마. 나는 그렇게 못 하니까 오는, 나도 한편으로는 언니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 뭔 생각이 드나면, 왜 나는 기쁨으로 안 여겨지고 이건 힘들지? 왜 나는 밖

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답답하지? 예쁘긴 예쁜데 그것과는 별갠데, 예쁘긴 예쁜데 난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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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엄마들은 안 힘들다고 느껴야 되나, 이게? 이게 너무 예뻐서 애는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왜,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가끔, 자책할 때도 있고.(사례 B2)

근데,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엄마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다들 그런 거야. 근데 좀 나이 많

은 사람만 만나면 주눅이 드는 거지. 내가 뭔가 자격이 부족한 사람 같이. 내가 나쁜 애가 된 

거지. 근데 내가 충분히 내가 생각해, 웬만큼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내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는 약간의,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조금 찔린다 그러나? 나는 저런 마음까지는 안 드는데 어떡하지? 내가 조금 나쁜 엄만가? 

우리 애한테 나는 모성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왜냐면, 그 눈물 나는 엄마의 

역할들, 티비에 나오는, 특히 우리 엄, 뭐, 우리 엄만가, 뭐 그런 영화 같은 거에 나오는 엄마

들. 나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픈 애의 엄마들. 그러면서, 어, 나는 저렇

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못 할 것 같은데, 좀 자신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좀 자격이 

안 되나? 내가 이기적인가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 같애. 내가 보통 사람보다 이기적인

가? 그런 생각이 들면, 애한테 좀 미안하다가도 아, 그래도 너무 안 되겠는, 그건 아닌 것 같

고, 나는 힘들고, 나는 그렇게까지 못 할 것 같고.(사례 B2)

그러나 주변에서 발견되는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심한 경우의 존재는 

혼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옛날 세대의 모성과 틈을 벌인다. 

세대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어디 클래스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키즈 카페 같은데 가면, 다른 테이블 엄마들의 대화를 듣

고 있, 나만 나쁜가? 이런 생각하고. 그랬더니 보면 나보다 더 심한 아줌마들이 얼마든지 더 

많더라. 보면 자기도 답답하니까 애 거기다가 놔두고, 종업원한테 좀 봐주라 그러고. 막 정신

없이, 먹을 거 얘기하고 놀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나이 많은 언니들이 막 기

겁을 하는데. 애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요새 엄마들인 막. 애를 뭐 장난감으로 안다느니, 

애만 이쁘게 꾸며놓고 애 불편한 옷 입혀놓고 사진 찍고 좋아하고. 그래 놓고 막 애는 막 더운

데도 막 끌고, 끌고 달고 다니고. 막 몇 개월도 안 된 애 데리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데코레이

션.(사례 B2) 

부모 세대의 여성들에게 질책을 받는 요즘의 모성주체들은 철부지 모성으로 비

춰지고는 있으나 변화하고 있다.  

어. 애들도 막, 애, 애 막, 뭐, 우리 어머님도 지금도, 날 안 좋으면 전화하거든. 밖에 절대 나

가지 말라고. 근데 전에도 봄 되자마자 나가놓으니까, 사 개월 된 애 데리고 젊은 엄마들이, 

백화점에 이미 와 있더라고. 답답하다고. 그니까 요즘 그런데잖아. 주변에 하도 돌아다니는 애

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데, 이게 무슨 저출산이냐고 그런대잖아. 근데 옛날보다 집에 못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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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옛날에는 안 나왔을 즈음에 애들이 답답하니

까.(사례 B2) 

또한 (사례 B2)처럼 부모세대 아버지들의 부성과 남편의 부성을 구분하며, 남편

의 부성을 자신의 모성과 별 차이가 없는 모성으로, 모성을 가진 존재로 사고하기

도 한다. 남편의 직장분위기, 경제적인 여건, 부부관계 안에서의 역학, 소통의 방식 

등의 특수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례 B2)의 남편이 전하는 다른 남편들의 이

야기로 보아 남성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성별과 무관하게 모

성 인식과 모성정체성을 발현될 수 있다.

 

그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편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성이 아이에 대한 그런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갖고 있다는 감정이 남자한테도 있는 거 같애, 요즘에는. 

그니까 요즘 남자들이 좀 여성화가 됐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단순히 나쁜 쪽으로만 된 게 아

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이러는 쪽에서 남자들도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많이 커진 거지. 그리

고, 분명히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식?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러니까 책임감도 커지고. 내가 보기

에는, 남편이 애를 보는 모습도 엄마가 애를 보는 모습하고 일정 부분 비슷한 게 있는 거 같

애. 오히려, 그러니까 모성이 인제, 옛날만큼 엄마한테 편중된 게 아니라, 부부가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부성이라 그러면 아빠가 뭐 애를 위해서 막 

인내하고 뭐 하다가 뭐, 막 그런 거, 어. 그러면서 뭐, 경제도 책임져주고, 그러다가 “이 녀석” 

하고 한 번 꾸짖어주고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 아빠들은 옛날 엄마들이 했던 것들을 당연하

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가 하는 거나 다름없이 똑같이 하는 어떤 막, 똑같이 내가 밥을 먹

일 때도 있고 남편이 먹일 때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돌아다녀 보면, 아빠가 아기띠 매고 다

니는 집이 더 많잖아. 그니까 아빠 품에서도 애가 당연하게 있고, 물론 엄마보단 더 편하지만. 

그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밤에 아기를 재우거나 애 뭐 분유도 먹이고 자기가 뭐 할 일 하고 

뭐 애 아플 때 막 안고 있는 거 보면, 그니까 막, 되게, 그냥 엄마가 돌보는 거랑 감정이 다르

지 않은 거 같애.(사례 B2)

물론 남편은 회사 다니지만, 뭐 비슷하게 하고, 애가 아플 때도 뭐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에

는, 애가 밤에 누가 뭐 하면 아이, 시끄럽다 나가라, 나가서 애 재워갔고 와라 뭐 이랬다는데, 

애 아프면 둘이 같이 밤새, 애 같이 껴안고, 같이 끙끙거리고, 애 배고프면은 내가 주로 먹이

지만 돌아가면서 같이 먹이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 그러니까 아빠도 당연히 같이 놀아줘야, 

놀고, 같이 먹이고, 뭐 목욕도 돌아가면서 시킨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빠들이 목욕시키는 거 

훨씬 많으니까 요즘에는. 힘이 필요한 일이라 그래서. 남자도 요즘에는 모성이 있는 거 같애. 

똑같이. 그게 만약에, 그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모성이 그런 개념이라면.(사례 B2)  

변화된 모성개념은 양육자의 성역할의 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성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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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 본 경험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속성을 떠나 모성개념을 구성하는 것을 가능

케 한다.  

나는 모성이라는 게, 여자만 갖는 특별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서,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를 배려하고, 아이를 돌봐주는데 자기 에너지를 쏟을 수 있, 

얼마나 쏟느냐가 모성이라고 생각해. 더 많이 쏟느냐 덜 쏟느냐. 근데 그 쏟는 거는 분명히 에

너지의 양도 다를 수 있지만 방식도 다를 수 있는데 그 방식이 다르다고 에너지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 그니까, 이게 뭐 남자 여자가 따로 있다거나 모성이라는 게, 아니면 이렇게 뭐 헌신

하는 엄마는 모성이 강한데, 뭐 이렇게 하는 엄마는 모성이 약한가 그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

로 쏟는데, 이제, 남자도 분명히 같이, 그런 게 있고, 애를 돌보고 배려하고 애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 그런 게 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남자도 있

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같이 있는 게 당연하고.(사례 B2)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직장을 갖고 있었던 경우, 가족 내 딸의 위치는 어머

니의 위치를 대신하는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였고 모성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듯하였다. 

모성 하면 따뜻함 이런 게 떠오르는데 갑자기 따뜻함과 함께 나의 엄마가 떠오르네, 이거는 

자동반사적인 것 같은 느낌? 내 개인적인 경험, 나의 엄마를 통한 나의 경험.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되게 좋아 했었던 거 같아. 내 동생을 내가 고등학

교 때까지 안고 잤다 그랬었잖아, 그런 거 보면은 내 동생이 아기, 어린 아이였고, 그렇기 때

문에 내 동생을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안고 잘 정도로, 아, 이 아이는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애. 나는 자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생

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애. 세 살밖에 안 되는데. 세 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엄마라는 생각으로 얘를 돌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음. 엄마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시거나 이랬기 때문에 내 동생을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대신 얘

를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애. 나의 모성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걸까, 내 동생으

로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사례 D4)

모성이 엄마와 딸 사이의 관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오랜 동안 사유되어 왔다. 

모녀관계의 애증적 관계나, 여성이라는 공통성을 갖는 관계로서, 또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이러했겠구나 라며 엄마를 떠올리는 모성, 엄마의 

모성, 그것과 연관된 것으로서의 나의 모성이라기 보다는 언제나 그렇듯이 나의 엄

마의 모성이지만 그것은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대한 모성이었다. 한 어머

니 아래의 두 딸이 서로 다른 모성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거나, 서로 다른 삶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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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148) 정작 모성 개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딸로서 경험한 엄마의 모성이라기보다는 ‘엄마의 모성은 엄

마의 모성이고 나의 모성은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삶의 지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다.

근데 모성에는 하나만,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애. 모성에는 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름

이 있을 것 같고, 정의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단 엄마의 모성은 나에게는 

생활이었던 것 같애. 엄마가 모성, 엄마의 모성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엄마는 생활로서 모

성, 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냥 일상생활로서의 모성. 만약에 내가 조카들과 같이 일상생활

로서 걔들을 돌보게 된다면 지금처럼 잘 돌보진 못할 것 같애. 그니까 지금은 쪼끔은, 멀리 떨

어져 있기 때문에 간혹 보기 때문에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 모성일 수 있다는 거지. 이 아이를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굉장히 지겨워지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거나, 분명히 이럴 부분이 너무 많은데. 며칠 지나다 보면 나도 짜증이 나거

든. 애들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도, 간혹, 때론 자주 우리한테 짜증을 부렸었단 말이야. 생활

이 되면 이게.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제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

이들을 그냥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모성이라는 것은 아이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머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우리 조카들과 같이, 

살면서 키운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이 같이 동반될 것 같애. 엄마처

럼. 그렇기 때메 나의 지금 모성이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낭만적으

로 포장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해. 일상생활이 개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사례 D4)

또한 일상생활로서의 모성과 현재의 모성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간헐적으로 참

여하게 되는, 혹은 실행하게 되는 모성의 발현이 일상생활에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수반하지 않아 오히려 더 

아이에게 좋은 돌봄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를 본인이 직접 낳지 않고

도 모성의 존재와 모성의 발현을 말하는 경우는 입양모인 (사례 A4)를 비롯하여 

생물학적 출산의 경험이 아직 없으나 계획이 있는 경우(사례 A1과 A2), 출산 계획

이 없는 경우(사례 A2) 뿐만아니라 C그룹과 D그룹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요즘에 간혹, 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나의 너무 

과도한 욕심인 것 같고, 아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아이를 

잘 돌볼 자신이 일단 없고. 일단 나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최

근 들어 한, 일을 그만 두고 나서 몇 달 사이에 약간, 아이를 참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148) 현재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례 B2)의 친 언니는 42세에 독신의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사

례 오) 역시 언니는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나 자신은 독신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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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거 같애. 우리 남동생이, 딸아이를 낳게 되고 나서부터 약간씩 이거는 비롯된 건데, 

그전 조카들은 남자 아이여서 사랑이 덜 갔었는데 여자 아이를 내 동생이 낳으면서 여자 아이

한테 사랑이 너무 많이 가는 거야. 여자 아이라 그런 것 같애. 아, 여자 아이면은 정말 이런,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되게 못 생겼거든? (웃음) 사랑스럽다면 낳아서 키우고, 키워도 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애. 내가 그날도,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팠는데, 이 애가 되

게 통통한 아이였거든. 다른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난, 발육이 굉장히 빠른 

아인데도,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정말 걔를 안고 업고 다녔던 거 같애.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내 동생이랑 막 말렸던 거야. 주위에서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뭐 이러면서 허리가 그 다음날, 정말 못 일어날 정도로. 그런 게 나의 모성이 

아닐까?(사례 D4)

친한 언닌데, 아직도 싱글이고, 인제 사십 대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언니가 오

빠들이 조카를 맡겼대. 방학 동안. 그 언니한테 맡겨서. 그니까 애를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가

지고, 뭐 여기 이렇게, 울혈이 생겼더라고.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애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아, 또 기다리니까 빨리 가봐야 된다고. 그니

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막, 애, 그니까, 결혼 안 하고도 애 예뻐하고 뭐 그니까 그런 사람, 

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애 안 낳, 아니까 그 언니는 근데 자기가 애 낳아서 키울 자

신은 없대. 그니까 애 임신 기간도 견딜 수 없고. 애를 뭐 하고 이런 것도, 견딜 자신이 없고. 

그냥 지금처럼 애를 보는 게 좋대. 그냥 조카들, 막 큰, 그니까 그 정도로 헌신을 해서 애를 

볼 때는 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모성이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애 낳기 싫어하니까, 

모성이 없어 라고 하면 되게 웃긴 거잖아.(사례 B2)

바댕테르(Badinter, 2009)가 지적하듯이 지배적 모성개념은 모성애가 오랫동안 

본능이라는 말로 정의되어 오면서 시공을 초월하여 여성의 본능으로, 생물학적, 생

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모성적 태도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데 기

여하였다. 그러나 사례들이 구성하고 있는 모성 개념은 모든 여성에게 반드시 존재

하지는 않으며, 출산의 경험이 없이도 구성할 수 있는 사회 윤리적 측면이 있으며 

생애적 차원의 숙고를 요하는 사안이며, 모성 개념은 다층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 삶의 주체로서의 기획

모성에 대한 지배적 개념과 모성을 둘러싼 제도와 규범이 존재하더라도 여성 개

인의 경험에서는 모성이 선택으로 재현되며, 여성들은 모성을 스스로가 선택 가능

한 것으로 인지하며 스스로를 결정권자로 믿게 된다(Mcmahon, 1995). 또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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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이 선택한 모성 실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사회의 변화된 조건 속에서 

찾는다. 즉 모성 실천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개인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고

려하여 결정하는 합목적적 행위이며 생애기획이 되고 있다. 생애기획은 모성 실천

에 필요한 자원을 기획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서 ‘쉼’의 기획이기도 하였다. 또한 

모성 인식은 개인 주체 안에서도 생애 단계와 삶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즉 A, B, C, D 그룹 모두가 모성을 스스로가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결정권자로 본인의 생물학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합목적적 

행위로 모성 자원을 협상, 타진, 기획하며 모성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있

다가도 없고, 없다가 생길 수 있는 생애 동안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

다. 

출산이라는 것은 모성개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모성 인식과 실천에 명백한 

근거로 작용해 왔다. 출산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애 압도적 경험으로 출산 전후의 

삶의 모습을 다르게 한다. 때문에 현실적인 조건과 긴밀하게 협상되는 소재 중 하

나이다. 개인이 처한 각각의 생애단계와 생물학적 조건에 따라 출산에 대한 태도와 

계획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출산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또한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에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진다.   

(사례 A3)는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으며, 출산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진 

상태이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의 자신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현실적인 조건

을 고려하며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내가 변했어. 한번도 아이를 안낳겠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신랑은 자기계발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애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애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거지. 그냥 

안생기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난 4명을 낳을 계획이었고, 이름도 

다 지어놨고, 한명은 공부를 시키고 한명은 예술을 시키고 뭐. 한명은 음악을 시키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변한 것 같아. 나

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도 힘들고. 내 한몸 추수리는 것도 힘들고, 남편을 케어해야 하는 부분

도 생기고. 그러니까 얘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3년쯤 돼서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그

전에는 낳아야지 했어. 많이 관계를 갖고. 근데 3년쯤 지나고 나서는 힘들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뻔히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주변에서 많이 봤고. 아이를 낳아서 여성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내가 애를 낳아서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는가. 지금 만약에 내가 애기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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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이런 삶을 누리질 못하지. 지금도 그래. 내가 낳아야지, 낳아야지 하지만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사례 

A3) 

이전의 모성과 다른 지점을 보이는 부분으로 주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이를 

낳는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삶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함과 동시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 삶이 없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생애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모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 문득, 아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우리 엄마 같은 모습을 보이겠구

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분명히 또 우리 엄마처럼 헌신

하고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없는 채로 죽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낳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사례 D4)

단호하게, “둘째를 낳고 싶으면 나와 이혼을 해라”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물론 아이도 중요하

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사례 B2)

출산적 모성 경험을 가진 (사례 B) 그룹의 서사에서,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는 

긴밀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모성이 부재할 것이라는 가

정,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은 이기적이다라는 가정은 오류가 내포되어 있음이 발

견되었다. 또한 이들은 아이가 없는 처지를 부러하였으나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가 없는 삶은 나이 들어 후회할 것이라

는 가정 역시도 반박되었다. 

모성이 있어야 여성성이 완성된다는 전제, 혹은 엄마가 되지 않기로 한 여성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을 여성성이 부재한 것으로 사고하는 한 흐름을 볼 수 있

다. 여자라면 당연히 여성성을 가져야 하며, 여성성을 가진 존재로서 출산을 하는 

것은 완성된 여성에 이르는 길임을 내재하는 것이다. 엄마가 되어봐야 진정한 여자

다.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여자는 어머니라는 언설들이 횡횡한다. 

모성은 낳아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키워봐야 훈련되어 완성되는 것인 것 같다.(사례 A1)  

모성이 부재하다는 것은 개인 안에서 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아이

를 낳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혐의이다. 무자녀 여성이나 아이를 좋아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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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지 않을 일련의 계획,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모성이 부재한 존재로 일축되기 십

상이다. 

나는 모성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 모성이라는 그게, 그니까, 왠지 없

으면 안 될 것 같애. 그래서 화가 나나봐. 간간히 비슷한 말을 듣긴 하지. 애기 낳아서 키워보

고 싶지 않냐고. 싫다고 그러면, 눈빛이 이상해. 나를 보는.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말할 뭔가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되게 수세적이라

고 해야하나? 때에 따라서 결혼부터 해야죠. 이러거나 키워보고 싶다고 말은 하지. 아무튼 흔

쾌한 그런 경험은 아냐(사례 C2)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

들은 이기적일 것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Carroll, 2002).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험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게 만들고 포용력이 생기며 배려

나 보살핌의 가치를 훈련하고 체득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면접사례들에서 발견된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른 경험을 갖는 이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경험을 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집

단으로 명명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역할에 부합하는 경우를 

이기적 집단으로 호명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거대한 시선은 개인들의 변화된 선택

과 과거와 다르게 전형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의 모습을 탐탁지 않아 

한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저 이기적인 것들, 지들만 잘 살려고, 

뭐 예를 들면. 혹은 뭐 모성도 없는 것들… 이러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 같아. 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친구 애 안 낳고 사는데, 어, 좋겠다. 음,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도 얼마나 중요한데. 저렇게 사는 것도 좋지 뭐. 굳이 막, 그게 모성도 없고, 이기적이네 이런 

생각은 전혀 안들고 안하던데.(사례 B2)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무자녀 여성들은 불임이거나 자발

적으로 아이없는 삶을 살고 있거나와 무관하게 “이기적”이라는 공적 비난을 받는

다. 

사실 애 낳고 나서 이기적이 되는 사람이 더 많아. 애를 낳는 행위가 이타적인 것은 아니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 애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 이기

적인 사람들 없어. 따지고 보면 이기적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아이를 낳은 경우야. 거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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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도 셋트로.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없어.(사례 

B3)

되게 이기적이드라. 그때 그 애들도 가만히 보면은 지네 가족밖에 몰라. 지네 가족한테만 그

러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게 아니고 지네 가족한테만 자기가 자기 아이한테만 쏟는

거지 세상을 향한게 아니야.(사례 D4) 

신사의 품격에서도 장동건이 한 얘기이긴 하지만 왜 내가 번 돈을 나랑 같이 사는 여자랑 아

이한테 나눠야 돼냐 그런 류의 말이었어. 어찌나 와 닿던지.(사례 C3)

자기 아이에 대한 모성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방식의 모성을 

행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사례 B7)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관념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경계 밖 존재들에 대해 

“이기적이다”, “본능을 거스른다”, “자연스럽지 않다” 등의 담론이 형성된다. 그러

나 자기 아이의 인생이 다른 아이의 인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더 

이기적”이다(Cain, 2003). 오히려 자기의 아이가 없거나 생물학적 출산경험을 하

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열정적

이며 출산 경험을 하지 않은 선택이 모성의 기회비용으로서도 아니며, 모성 본능을 

다른데 쏟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 없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다.149) 즉 이기적

이어서 자신만의 삶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모성본능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자기 자신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 경험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아이가 있든 없든 정신적으로 완전할 수 있고, 아이를 갖든 갖지 않든 모두 자연스

러운 일이다(Cain, 2003: 171-173).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 위험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가져

오는 불안함,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가 잘 자랄까, 등등의 불안함은 아이

149) 비버스의 연구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선택을 한 여성들은 부정적 이미지의 모성개념

을 갖고 있으며, 무능력한 사람들이 출산을 한다는 관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고뇌와 희생을 필요로 하

는 일이라는 것, 자유를 잃는 것, 그리고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Veevers, 

1983). 이들이 출산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하거나 이기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며, 사회의 암묵적 가정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또한 면접 사례들의 전반에 나타나는 바, 출산을 계획

하고 있거나, 계획하지 않거나, 이미 실천을 하였거나와 무관하게 헌신적 이미지의 모성에 대한 과부하를 

체감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이 고뇌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 자유를 잃는 것, 결혼 만족도와 

충돌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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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키우는 경우, 쉴 새 없이 드는 불안함이다.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

들 때마다 찾아온다. 이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육아에 적극

적인 남편이나 주변의 아이를 함께 키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부러워

하기도 한다. 

물론 행복하지. 예쁘고. 그래서 애 낳은 걸 솔직히 후회하지는 않지만, 애를 지금 낳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거든. 계획 하에, 충분히 남편하고 생활을 즐기고 애를 낳은 거에 대해

서, 후회는 없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도, 아예 애 안 낳는 부부도 있는데, 그 부부만 해도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거든. 나랑 나이가 똑같은 친군데, 그 집은 아예 자녀 계획이 없는 집이거

든. 애를 낳지 않겠다. 근데, 남편이 특히, 자기 삶을 포기하기 싫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 년에 한 네다섯 번씩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도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고,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근데 솔직히,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면 우리도 해외 여행 일 년에 한 세네 번씩은 갈 수 

있겠더라고. 부러운 마음도 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예쁜 애가 있어서 나는 쟤는 하나도 

안 부러워, 쟤는 애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지. 그냥 나도 안 낳으면 저렇게 다닐 수 

있었겠는데, 이미 낳았으니까 이제, 애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하고 빨리 키워서 같이 다녀야지, 

놀러 다녀야지, 뭐, 일이 년은 더 참고, 그 다음에는 데리고 놀러 다녀야지 뭐, 조금만 더 참아

보자, 이런 마음이지.(사례 B2)

육아에 적극적인 남편이 있는 경우에도 여성에게 지워진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

라는 짐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의 거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남편의 육아 참

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남편은 육아는 함께 하지만 임신․출산은 오

로지 자신의 몸으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받는 압력이 가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도, 그니까, 안 그러려고 하기

는 좀 힘들다 그러나? 그리고, 심지어 인제, 언니 같은 경우도, 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거는 남

편 일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랬다? 그랬더니,(예를 들면 무슨 일을 도와줘?) 아니 그니

까 내가 이랬어. 애 먹이고 애 재우고 하는 거를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애 재우고 하는 

건 다 남, 뭐지, 그니까, 남편 일인데, 회사 가느라고 바쁘고 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내 일

이 아닌데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런데 콧방귀를 뀌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애 

재우고 목욕시키는 건 내 일이 아닌데, 애가 인제, 아빠한테서 잘 안자고, 그런데 잘만 자기만 

하면은 맡겨놓고 인제 나가서 놀 셈인데, 안 하니까 못 하거나 아니면 회사 일이 바빠갖고 너

무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인제, 우리 언니가 보기에는 대부분 내가 

하고, 남편이 가끔 해주는 것도 인제 고마워할 일인데, 남편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위

로를 해라 이럴, 그니까, 내가 느끼기에, 뭔가, 갭이 있다고 그럴 때는, 약간 느끼거든. 나는, 

그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 그렇게라도 위로

하고 살아 이런 눈빛? (사례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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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 보니까 맘스 클럽? 이런 데도 가입해가지고 되게, 음, 애들 육아용품 같은 것도 

싸게 사고,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뭐 요즘 애들이, 뭐야, 얌체 같이 막 그런 것만 아니

고, 되게 야무지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 

물건 비싸면 못 사고 그러니까 안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모들 보면 뭐 빌리는 것도, 잘 빌리

고, 애들 육아용품도,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세대 차이 느낀다니까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희 부부가 특수한 상황도 있긴 있지만, 다른 남편들 보면 되게 육아에도 많이 참여하

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좀 애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의 존재

가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그런 사람? 존재로만 있어도, 괜찮다라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보면, 좀 육아나 이런 거를 같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

즘 부모들을 보니까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사례 B5) 

아무리 잘해줘도 성이 차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배불러 있는데, 대신 불러줄 수 없잖아. 그렇

다고 낳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빠도 또 키우는 거 도와주면서 생색내겠지(사

례 B1)

내가 나았으니까 낳고나면 혼자키우라고 해야지. 남편은 한게 없잖아.(사례 A1)

또한 육아에 적극적인 남편이나 주변의 양육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처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감이 되기도 한다. 남편들이 육

아를 돕는 행위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자신의 남편의 고지식함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 남편을 잘 구슬리지 못하고 

주변의 양육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똑똑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사유되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게,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직장도 

갔다오고, 또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담당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야, 피곤하다면, 

피곤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주말 같은 때, 뭐야, 외출, 뭐야, 놀러갔다 오기도 하고. 남편이 

자기가 봐주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나 때는 왜 저러

지 않았을까, 저런 분위기가 아닐까. 요즘 다른 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애요.(사례 B5) 

자녀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후회할 것이라는 언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을 독려한다. ‘후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감정은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하고 허무할 것이다’를 떠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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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젊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잘 살더니 인제 나이 들면

은 허전할거야, 후회할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후회할 수도 있을 거 같애.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생각인데 올해 아프고, 계속 아프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만약

에 이렇게 계속 혼자 지내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참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 의식 때문

에 비롯된 거 같애 그거는. 만약에 내가 늙어서 아프면 나를 돌, 돌보아줄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친구들은 나랑 같이 지금 살지 않

아. 근데 가족, 가정을 꾸려 산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

에, 만약에 친구들이 같이 산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살, 계속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위기가 좀 느

껴져. 후회할 수도, 외로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픈걸 누가 대신 해줄수 없으니까.(사례 D4)

그러나 더 젊은 나이에 결혼 임신 출산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또한 더 낳을 것을 후회하는 경우 역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들에게는 자녀수와 노후가 별개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세대들은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즐길 줄도 모르고, 하고 싶

은 것이 없는 불쌍한 세대들이다. 기껏해야 손주들을 돌보거나 집에 모여 티비를 보거나…(사

례 A2)

난 내가 이렇게 사는게 맞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갈등 없어, 내가 생각하는 삶과 다른 사람들

의 생각이 다른 것. 애를 낳는거나, 결혼을 하는거나, 나는 후회하지 않거든.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살라고 해도 이렇게 살았을 거야. 다르게 살 수 없었을 거야, 분명.(사례 

D4)

오히려 둘째를 낳은 것을 후회하는 사례(사례 B6)도 있고, 자녀를 낳지 않은 삶

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사례 B5).

현재 이런 상황에 메여 있는 나로서는, 불안한 심리가 큰 거죠. 애 키우고 있는 신세가 불안해

요. 신세가 왜 불안하냐. 우리 남편도 어느 순간, 이거 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아야 돼? 나 내 마음대로 살란다. 애 낳고 책임감이 좀 생겨서 막무가

내로 직장 때려치고 그러지 않아서 좋게 되었는데, 책임의 끈을 놓을까봐 불안한 심리도 많이 

생기고, 양육하는 스타일도 맘에 안들고. 잘 하지도 않지만. 어쩌다 한번 씩 애가 남자답지 못

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러면서 간섭이나 하고. 또 그런 일로 싸우다 보면 결혼 안한 사람들, 애 

안 낳은 사람들이 급 부러워지죠. 아, 저렇게 살수도 있었을텐데 하는거죠. 내가 바보 같이 살

았나? 이런 괴리감도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불안감이 되는 거죠. 그니까 나는 분

명히 잘 살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하게 더 잘 사

는 느낌이 들고, 이러면 내가 바보처럼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내가 속았나? 나를 속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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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사례 B5)

요컨대, 생애기획으로서의 모성은 생물학적 출산여부와 양육적 모성의 경험 유

무와 무관하게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정체성의 한 측면이

다. 사례들은 개인의 생애기획을 할 때, 모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결혼, 임신, 

출산 이전 생애단계에서도 모성 인식은 가능하며, 출산적 모성 기획을 하기도 하

며, 양육적 모성 자원을 고려하여 생애기획을 하고 있다. 

제2절 전략으로서의 모성

이 부분은 모성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억압을 내면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

들의 행위 이면에 전략적 의도가 있음을 포착하고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가시화

하는 전략과 자신들의 모성실천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통해 모성정체성을 형성‧유지

하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자 하였다. 면접사례들의 ‘전략적’이고 ‘자기정당화’적인 

서사는 모성의 규범적 특성은 물론, 사회가 전제하고 있는 ‘정상 모성’과 개인이 구

성하고 있는 모성 인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Campbell, 

1985). 사회의 거대한 시선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 바람직한 자녀 수를 출

산하지 않고 단산하는 경우,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양육 역할에 헌신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개인의 설명을 요구한다. 면접 사례들은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기정당화적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사회의 모성 

규범에 저항하는 전략적인 것이다. 면접 사례들의 서사에 나타나는 전략은 낙인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에 개인의 욕망을 투사

하여 행하는 도구적 모성은 아니라는 전략,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적 모성을 연기

(perform)하는 전략, 모성이 본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모성 본능을 가

진 존재로의 가시화 전략이다.   

1. 낙인을 피하기 위한 전략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너무 예뻐 키우는 재미에 힘든지 모르죠?” 라는 

말에 분노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아이가 예쁜 것과 키우는 재미는 별

개이기 때문이며, 이 말은 더 낳으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장려분



- 235 -

위기가 만연해 지면서 과거에 비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더 나아졌다는 생각들

에 의해 아이키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을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게다가 남

편들의 육아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사회와 남편이 도와주기 때문에 여성들의 아이 

키우는 부담이 줄거나 힘들지 않을 것으로 사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육의 

강도가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시기인 초기양육기의 아이를 둔 여성들은 이러한 언

설에 분노한다.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애들이 이뻐서 힘든지 모르시죠? 막 이래. 그러면 화가 나. 나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쁜 거는 별개고, 당연히 힘들지. 왜 안 힘들어? 왜 

그렇게 말을 해?(사례 B4)

근데 나는, 애를 보면은 정말 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애를 낳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애 이

쁘니까 힘든지 모르겠지? 왜 이제 낳는지 후회되지? 전혀 후회 안 되거든. 이제 낳은 다음에.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내 삼십 살에, 남편과 보내는 그 시간 이런 거는 애를 낳았으면 전혀 다

른, 그니까 지금 낳아보니까 생활이 너무 달라지고, 그니까 물론 애가 크면은 좀 더 여유가 생

기겠지만, 지금 생활하고 그 셍활은 완전히 다르고, 다른데, 이거를 뭐, 이제 해갖고 얘가 예

뻐서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이게, 힘든지도 모르겠지 뭐. 힘든 건 힘든 거지 왜 힘들다

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시어머니한테도 제일 많이 듣고 그 모임 언니들한테도 그런 말 

하면은 애한테 안 좋다. 뭐 애도 뭐 맡기면 안 되고(사례 B2)

그러나 이러한 언설에 분노해 본 경험이 있는 엄마들도 다른 이들에게 이 말을 

사용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애아빠는 허리가 나가고, 나는 팔이 나갔었어. 그 당시. 너무 힘들어. 근데, 한번은 애들 유모

차에 태우고 어딜 가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 중할머니, 한 오십중반의 분이 그러시는거

야. 어유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겠어요. 내가 어휴 얼-마나 힘들다구요. 죽을것 같아요. 내가 

막 그랬어. 네 완전힘들어요. 자기도 쌍둥이 엄마였데. 암튼,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애들이 그

걸 들었는지 어쨓는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없이 막 울기시작하는거야. 갑-자기. 그 

뒤부터는 하나도 안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랬더

니 애들이 안울어.(사례 A4)

면접 사례들의 대부분은 아이가 “건강하게만 커준다면 바랄게 없어요”라는 서

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말 그대로라면 아이를 자신

의 대리만족이나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방식의 도구화하지 않고 키우고자 하는 

의미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서사는 아이의 성장단계별로 이 말을 다르게 해석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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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초기양육기의 경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의 의미에 가깝고, 이후 학

령기에 접어들수록 ‘공부를 못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외모

가 출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에서 고3의 시기에는 ‘공부잘해도 소용없더라’의 의미

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밝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보통 엄마들이 맨날 그

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저도 그런 마음으

로 시작하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잘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태어났을 때에는 인제, 건강하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되게 즐거웠

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인제, 내가 인제, 그 전에 

품었던 건강하고 밝고 자신 있게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재밌게 얘가. 그랬는데 인제 초등학

교를 들어가니까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뚱하고, 뭐 아무튼, 인제 사회화,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얘가 되게 사회에 부적합한 애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초등학

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되게 애가 사회에 부적합한 아이 같이 여겨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는 되게 재밌고 좋고, 그런 아이이고, 좋은데, 나는. 왜 그러냐면, 다른 애들은 다 글씨

를 쓸 수 있는데 걔는 글씨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건강하고 즐겁게만 자랐지. 그냥 몸 건강

하고 즐겁게 자라게 하고 글씨는 그냥 초등학교 가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

는데 가니까는 알림장을 그려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한 번 이제 찾아뵈

러 갔더니, 선생님이, 제일로 늦게 쓴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그때도, 그때만 해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글씨를 안 배워서 보냈다. 그러니까 그리니까 늦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 학년 때 선생님은 좀 괜찮은, 좋으신 분이었는지, 괜찮았는데, 이 학

년 때 뭐 이렇게 보면, 아무튼, 애는 발고, 밝게 자라고 싶은데, 주위 여건이 보니까 얘는 공부

도, 글씨도 못 쓰는 애, 젤로 느린 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냥 그러려니 했

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냥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고,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 오더라고요.(사례 B5) 

또한 “아이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헌신적 모성 서사는 아이의 의미가 삶의 

이유가 된 사례에서 주요하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일을 갖지 않거나 일과 양육

을 병행하지만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여성들의 서사에 자주 등장한다.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체로 자신을 명명하며 그 속에서 더 없는 행복

과 보람을 느끼는 존재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이제 다른 일을 시작

하기에, 나를 찾기에 너무 늦었어요”인 경우도 있다. 

OO이가 나한텐 애인이나 다름없어. 같이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근데 

요녀석이 요즘 사춘긴지 영화보러가자니까 친구들하고 가겠대. 맨날 카스하고. 나는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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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직장생활 한 번 안해보고. 하긴 직장생활할 기회는 예전에 날아갔지. 암튼 빵집이런데

서 알바라도 할까 했어도 안했는데. 그러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서운해서. 사춘긴줄 

알면서도 눈물이나. 서러워서.(사례 B5)

일은 일이고 난 우리 아그들을 중심으로 시계가 돌아가. 요녀석들이 오늘은 또 얼만큼 성장했

나! 그게 나의 낙이지.(사례 A4) 

“육아를 하면 바보가 된다, 뇌까지 출산한다”그래. 육아하다가 몇 년 쉬면 못 돌아오기도 하

고. 첫째 출산하고 내가 7개월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책 읽는게 너무 힘들고 그러더라고. 내가 

논문쓰고 낳으면 그럼 마흔이 넘는데 마흔에도 낳을 수 있지만 키울때 같이 키우는게 낫겠다 

싶었지. 코스웍 시기에 낳는게 쫒아가기도 쉽다는 얘기도 들었고.(사례 B3)

아이는 내가 사는 이유야. 내가 사는 이유가 되버린거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그대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애 도시락도 싸야되고,  아침

은 꼭 먹어야 한다는 주의거든. 애들 잠들어 있는 거 보면서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 말도 해

주고, 기도도 하고, 깰때까지 보다나와. 일곱시엔 출근해야하거든. 하나님이 이세상에 이 아이

들 잘키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어.(사례 A4)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서사는 아이 권하는 사회에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언설인 경우가 많다. 실제 아이를 갖고 싶은지와 무관하게 불편한 질문이 

계속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 사용된다. 모성 본능을 가진 존재로 가시화하는 

것이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애들을 이뻐하지도 않아. 남자친구는 있어. 그런데, 끊임없이 애기를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 낳지는 않을 꺼야. 피임도 하고. 남자친구도 수술했고.(사례 C3) 

결혼을 하면, 음, 결혼하면, 부양해야 될 가족도 생기고, 책임져야 할 아이들도 생기고 결혼하

고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결혼할 때의 세대는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하냐 거의 그런 세대라. 남자들이 결혼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 자기의 분신을 하나씩 만들

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자들은, 어, 힘들잖아요. 열 개월 동안 뱃속에다 애 넣고 아무, 입덧 

심하고, 힘들게. 저 결혼 싫어요. 결혼을 하면요, 저는 애는 둘째치고, 그게 잘 가장 컸죠. 저

기, 시댁과의 마찰? 결혼, 결혼도 하기도 전에, 결혼 전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

혼도 하기 전에 시댁과의 마찰부터 생각을 하고, 그렇죠.(웃음) 그 마찰이 뭐냐면요, 나는, 나

도 우리 엄마아빠의 귀한 딸인데 내가 왜, 명절 때 꼭 시댁 먼저 가서, 예를 들어서 휴일이 4

일이면, 아니 3일이면 이틀은 거기 있거나 이틀 반은 거기 있다가, 우리 엄마한테는 잠깐 와

서 얼굴만 비추고 가야 하느냐, 나도 엄연히 우리 엄마 딸이고 우리 아빠 딸인데, 우리 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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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고 살잖아요, 딸들은. 엄마한테는 엄

마, 나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엄청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나한테는 엄청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왜 나한테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내

가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니, 불행해지라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또 

그러시잖아요. 설득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설득을 가장 중시, 중요한 것은, 설득이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되

게 중요한 거 같아. 하지만 한다리 건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한테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

이도 낳고 싶은 척 해요. 특히 친척들.(사례 D5)

친하지 않은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 한테는 아이 갖고 싶다고 얘기해. 근데 잘 안생긴다

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측은해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지.(사례 A2)

인제는 “생겨야 낳죠” 그래. 거짓말 했다는 미안함도 없고.(사례 B3)

또한 “나도 모성이 있다”는 서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서사는 기존의 모

성범주로 포착되지 않았던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임신 출산의 경험이 없이

도 모성이 발현됨을 말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 대리모, 구글 베이비, 입양 등 생물

학적 출산과정을 본인이 직접 거치지 않거나, 재혼을 해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경우 등, 가족의 구성 방식의 다변화로 인해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

성이 한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모성이 있는 척해야 될 거 같은 약간 그런 강박이 있을 때가 있었던 거 같애. 실제로 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니까,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는데 모성이 없는 사람이 될까봐 이렇게 관

심이 있는 척.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나 싫은 느낌이 있어도 이상하게 볼까봐 안하고, 비

인간적으로 볼까봐, 이런, 척을 하는. 이런 것들, 또, 내 안에서 내가 난 왜 사실대로 내 느낌

을 말하지 못할까 발견을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혼당했다 생각할까봐? 그것도 좀 있나?

(사례 C3) 

나는 페미니스트이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관심을, 사랑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

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아이라는 거 자체는 굉장히 이성애적인, 이성애자적인 그런 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동안 아이에 대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그거를 생각해본 적

이 거의 없는 거 같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은 이뻤고. 길 가는 아이들 보

면 그때도 예뻤어. 날마다 까르르 했었던 것 같애.(사례 D4)

저는 그런 거예요. 저의 모성을, 어, 조카들이나 우리 가족들의 아이들, 그니까 조카들한테 쓰

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반 아이들, 나를 거쳐 간 아이들한테 쓰고 싶어요. 그 모성,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자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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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도 주고요, 그런 게 다, 저는, 다, 모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내가 낳아서 이 아이

를, 그런 건 아니다. 아프면 내가, 이마에 손도 얹어주고, 따듯한 차도 한 잔 주고. 이럴 수 있

는, 그런 거. 우리 반 애들 아프면 이제 그렇게 하듯이. 코도 닦아주고. 집에서, 누군가가 하는 

그런 일들. 함께 한 교실에서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도 꽤 오래. 학교에서는 나랑 사는 

거죠. 어떤 부모보다 나랑 있는 시간이 더 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내가 부

모.(사례 D5)

2. 정당화 전략

모성 규범이 강력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규범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기정당화적

인 전략을 가지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성을 연기(perform)한다. 실질적인 관념과 

재현되는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상황을 사회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자신을 정당

화하는데 전략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자신이 처한 입장, 변화된 위치(position)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서사들로 “사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또

는 “내 생각에는”이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며 상당부분 조심스럽게 구술한다. 그러

나 자기완결성을 갖고 있으며,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된다. 

(사례 A1)과 (사례 A3)처럼 출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출산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아이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아이의 이슈가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현재 아이 없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설

명으로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어서’라는 서사를 사용한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지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애를 언제 낳으며, [애 낳을 때]아픈

데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지 라는 생각이 계속[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겁이 좀 많으

니까(사례 A1)

(사례 B2)는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사로 모유수유전

문 산후조리원을 택했던 것이나 비싼 유축기를 구매한 것, 젖을 잘 나오게 하기 위

해 했었던 시도 등을  높이 샀다. 모유수유에 실패해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못

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만큼 했고, 생각만큼 쉬운 일도 아니었으며, 굳이 모

유수유를 시도하지 않았었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수도 있고, 모유보다 더 좋은 성

분의 우유들도 있다는 설명으로 모유수유를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정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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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모유수유를 독려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에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모유수유하는게 좋다고 해서… 모유수유를 할려고 일부러 모유수유전문 산후조리원을 비싸게 

예약을 했어. 그런데 실패했어. 생각만큼 쉽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고, 또 요즘은 모유보다 더 

좋은 성분의 우유들이 많이 있어. 처음부터 그거 사 먹였으면 고생 안했을 텐데… 일단은 당

연히 될 줄 알고… 무작정 시도해본거지… 젖 잘나오는 차도 마시고… 유축기도 비싼거 사

고… 게다가 내가 고기를 못 먹는데, 시부모님이 사골국 같은 거 고아서 보내 준다하고… 나

를 위한게 아니라 자기 손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 화가 났어.(사례 B2)  

출산적 모성 규범에 대한 저항보다 더욱 강력한 수위에서 양육적 모성 규범에 

대한 저항이 형성된다. 이는 양육적 모성에 대한 체감이 여성들의 삶에 과부하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사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들은 양육적 모성 현실에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면접사례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언설은 실제로 해보

니 “세상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 부모노동”이라는 것이다. 다른 일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성패를 좌우 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 부모 노동

은 그런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기대치가 높게 형성이 되

기도 하지만 실제 한명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오빠가 아무리 다른 남편들과 다르게 헌신적이어도 혼자서 OO이를 케어해야 할 때는 죽

을 맛이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야. 상상도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

게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만 해도, 어떻게 넷이나,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 그

때였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을꺼야. 근데 보면, 지금은 해줄 수 있는게 많잖

아.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이 때는 뭘 해야한다, 이런거. 그러다보니 힘들어. 초반엔 몸도 

힘들었는데, 가만보니 이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거가 힘든거 같애. □□오빠도 힘들겠지만 나보단 덜 힘들지. 왜냐면 자기를 포기한 것도 아

니고 죄책감도 덜 느낄꺼고 나한테 힘들다고 하면 죽어.(사례 B2)  

 

과거에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언설은 있어왔다. 과거의 의미가 희생으로 키워

도 효를 다 하지 않는 자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면 현재의 의미는 키우기가 너

무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또는 힘들게 키워도 아이들이 위험사회에 노출되어 건강

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내포한 말이다. 자녀관이 달라진 것

을 확연히 드러낸다. 자식에게 효를 기대하지 않으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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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안한다고 한참 그러더니 엄마가 요즘은 그래, 공부 안 하는 자식 있어서 걱정을 해? 요

즘 참, 너무,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인데, 자식들 밖에 돌아다니기, 그런 걱정이 있기를 해? 애 

안 낳고 오길 잘했어~그래. 무자식이 상팔자라나.(사례 C2) 

“아기들은 태어나자 마자 탯줄을 자르고 돈줄을 붙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이를 낳는데 드는 돈은 상당하다. 임신 전 시기부터의 검사와 예방주사, 임신 시기

의 각종 검사와 검진, 그리고 출산 시 드는 비용, 태어나자마자부터 있어야 하는 

출산준비 용품들에 이르기까지 “출산비 1,0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다.150) 돈이 있

으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사

고하는 것은 궤를 같이 한다. 아이라는 존재가 비용과 무관하게 사유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편은 약간 양가적인데, 비용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둘째가 있

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니까 남편은 돈이 많은 집은 둘째 낳아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도 없지는 않은데 연봉으로는 한, 팔천 조금 더. 근데 남편 생각에는 인제 애들 또 뒷바라

지 또 풍족하게 하고 할려면 억은 넘어야지, 왜냐면 아니면은 연봉이 그 정도 될 거면, 부모님

이 집을 사줘서 집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전셋집이고 하니까, 다 준비하고 

하기에는 되게 빠듯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사례 B2)

아이를 키울려면 돈이 많이 들어. 돌봐줘야 되는 분도 구해야되고, 아~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뭉탱이 돈을 서야하나. 아무 끈도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뱃속에 들어오거나, 입양

을 결정하거나, 그게 품에 있거나, 그러면 그게 하나도 없어져. 하나도 없어지지만 내가 임신

을 하게 마찬가지야. 뭉탱이 돈을 쓰면서 내 이 자유로운 생활을 버리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

나? 돈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거지.(사례 A4)

돈이 없으면 정말 키울 수 없어. 난 우리 아가가 아들이어서 다행이란 생각을 해. 딸이면 돈이 

더 많이 들게 뻔하거든. 사고싶은게 얼마나 많겠어.(사례 B2)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과하게 희생하지 않는 양육을 지향하는 태도는 아

이를 키우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과거의 대부분의 희생, 헌신은 주 양육자의 시간

과 에너지를 과잉투자하게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요즘 애들은 너무 비싸. 나 때는 돈들 일도 별로 없었고, 돈 들 데도 별로 없었지. 기껏해야 

150) http://plug.hani.co.kr 김연희의 태평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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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정도. 근데 요즘 보니까 살 것 투성이야. 애기도 조금 나니까 다 사주고 싶겠지. 너무 살

게 많으니까 그 중에 골라도 결국은… 없는 사람들은 키울 엄두가 안나겠어. 내동생도 보니까 

제깐에는 아낀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것도 사고 하더라고. 자기가 만들면 되는 

것도 사. 다 사. 나는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들…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나는 내가 장난

감이었는데, 장난감 종류도 장난아니야. 지금부터 그러면 나중에 크면 점점 더 많이 들지.(사

례 B5)    

결국, 본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보다 더 지출하게 되는 구조, 초과지출의 결과

를 초래한다. 자신의 삶을 과하게 희생하지 않기 위한 기회비용이 되는 셈이다. 개

인의 자유시간을 확보하기위해서도 지출을 하게 되고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

신이 지켜보거나 붙어 있는 대신 비용을 더 지불하고 안전한 방식을 택하며 때로

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지출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조금 나이 많은 그니까 사람들도, 재정이 힘든 게 아니면 애는, 애는 두 명 이상

이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렇게, 애 예쁘면 그냥 뭐 있어야 된다 그니까, 다들 이유로, 비용을 

대는데, 내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게, 다들 애 키우는 게 돈이 자기한테 빠듯하게 든다고 생

각하드라고. 그니까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이백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백만 원 벌고 한 달에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을 벌 거 아니야. 근데, 다들 애 키우는 데는 되

게 빠듯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이 다, 많이 들어간다. 물론 

가끔 자기 상황보다 더 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든 부모들이 자기들 상

황에서보다 조금씩은 요즘, 그니까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해줄 게 많다 보니까 옛날 

하고 그러니까 비용도 훨씬 비싸니까 다들,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나니까 다들 빠듯해지

는 거야. 그니까 더 부자면 더 많이 사줄 수 있겠지만 살 게 너무 많은 거지. 여건이 되면. 그

래서 항상 자기 상황보다는, 현금이 이렇게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그니까 한 명밖에 없고 이

러니까 막, 뭐 애를 막 망쳐야겠다, 너무 다 해줘야지는 안 그러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주변에 뭘 갖고 있는 애들도 너무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옛날하고 다르게. 그니까, 그 

부자 언니들도 유치원비 듣고 놀라더라구. 그니까 어린이집 비용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짐보

리 이런 거 보내는 비용 같은 거 듣고, 그리고 예방주사 값 듣고 다 깜짝 놀라고.(사례 B2)

때로는 자신들의 자원 규모를 넘어서는 소비지출이 개인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의 증대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그니까 씀씀이가 애한테 그니까 기본으로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달에 한 삼십만 원 정

도. 그거는 내가 다른 불필요한 걸 안 샀을 때. 근데 이제 사고 싶은 걸 사야 되잖아. 그러니

까, 애가 뭐, 예를 들면, 그니까 그냥 기저귀하고 분유값만 했을 때 한 삼십만 원, 그니까 뭐 

분유하고 뭐 물티슈 뭐 이런 것? 필요한 생활에 완전 필요한 거는, 그니까 이유식 재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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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고 하는 거. 그니까 이유식도 재료를 지금 같이 좋은 거, 그니까 이유식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유식 재료 지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최고급 한우에 뭐 이것저것 해갖고 사주

면, 재료비까지, 그니까 재료 해서 한, 만드는 데까지 합하면 이제, 그거는 인제 내가 사는 거

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제 지금 한 사십만 원 오십만 원까지도 늘어났고. 애 장난감 

사고 하는 것도 뭐 한 달에 한, 십만 원 어치는 사줬던 것, 클래스 듣는 것도 한 육칠 만 원, 

애 보험 십만 원.(사례 B2)

그니까 이제까지 예방주사 값으로 지금 백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돌이 아직 안 됐는데, 선택 

예방접종을 다 맞히면 거의 백만 원이 무조건 드는 거지. 기본, 그니까 그냥 기본으로 맞을 수 

있는 건 지원돼서 인제 애 맞히다가 이차부턴가 삼차부터, 아, 삼차부터 공짜가 됐는데, 그거

는 원래도 한 이만 얼마 뭐 이렇게 내던 것들이고, 이제 뭐, 폐글린 백신이나 뭐 루타바이러스 

백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한 번에 십삼 만 원짜리 이런 건데 세 번 맞아야 돼. 그니까, 

뭐 한 종류만 해도 삼십 몇 만 원짜리 애들이니까, 근데 그거, 안 맞혔다가 또 아프면은, 인제 

마음이 아프니까 맞히게 되는데, 뭐 그런 선택 접종 몇 개만 맞히면 인제 지원이 된다고 해도 

뭐 육십만 원, 오륙십만 원은 금방 나오는데, 그것도 또 가격대가 있으니까, 선택 접종 같은 

거 다 맞히고, 이번에 성장 또 무료됐으니까 뭐, 충전지배는 그것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그니

까 되게 놀랜 게, 뭐 독일 이런 데는 그런 선택 접종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더라구. 그니까 

왜냐면, 그거, 돈 없어서 못 맞혀갖고 애가 걸려서 아프면, 그건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맞히는 분위긴데, 근데 솔직히 뭐, 젊은, 가족, 부부 같지 않으면 

뭐, 우리 집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항상, 자기가 돈을 별로 못 벌어온다고 생각하지

만, 나는 웬만큼 풍족하게 벌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한테 현금

으로, 애한테 그렇게 맞힐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런 게 다 비용이고. 유치원만 해도 

뭐, 정부 지원 된다고 하는데, 지원받기는 우리 같은 집은 뭐, 아예 지원도 못 받는데, 그러면 

사립 유치원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뭐 어린이집만 해도 한 오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니까 현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린이집 다니면서 애들하고 생일파티하고 

유치원 가서 무슨 뭐, 무슨 날이라서 영어 뭐, 프로그램 있어 가지고 뭐 파티하고 이러면은, 

애한테 들어가는 돈 추가로 막 들어가고 하니까.(사례 B2)

올해는 애 교육비가 뭐 십만 원 이렇게 들지만, 솔직히 이제 돌 지나면서부터는 월 한 이삼십

만 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니까 두 돌 세 돌에 이삼십만 원씩 교육비로 들어갈 예정이고, 이

제 세 살 넘어서 어린이집 가면은 오륙십만 원은 금방 뛰고. 그리고 영어유치원이라도 가면 

한 달에 팔십만 원, 백만 원은 금방 될텐데, 그거에 대한 걱정도 솔직히 있고, 대비도 해야겠

다는 마음도 있으니까, 현금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빠듯해지고 옷 한 벌 살 것

도 안 사고. 근데 뭐 보니까, 되게 부잣집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어유치원, 강남에서 비싼 데 

보내려면 거기는 몇 백만 원이니까 그걸 현금으로 조달할 생각하면 또 옷 못 사 입고,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사례 B2)

또한 면접 사례들 중 출산여부와 무관하게, 초기양육기의 시절을 경험했거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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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양육의 힘듦을 말하고 있다. 신생아의 경우는 한 아이 

당 2명 이상이 필요하며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 이유인즉, 신생아를 돌

보다보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데, 더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아

이를 돌보는 일은 먹고 씻는 것, 잠자기와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인간적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

상은 힘들뿐만 아니라 이면에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은 

청결상태를 용인하게 하기도 한다. 이는 곧 육아가 행해지는 가정이라는 영역을 사

적 영역으로 형성하며, 인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할 시간의 부족,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 섭취 시간의 부족 등 공적 영역에 적합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게 한다.  

밥도 못먹는 건 다반사, 밥도 못먹고 있을 때, 남편은 돈벌어 와야할거 아냐, 내가 못버니까, 

8시 땡하면 미친듯이 들어와서 손부터 씻고, 난리도 아니지. 근데 항상 둘이서 늘 볼순 없잖

아. 우리 엄마가 와서 밤새고, 큰언니가 와서 밥해주고, 봐주고. 고구마가 있는데, 삶아 놓은

거, 손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 특히 신생아는 한명을 보는데도 두명이 있어야 인간적 생활

을 할 수 가 있는데, 응, 먹고, 씻고, 싸고.(사례 A4)

엄마가 한명만 입양하라 했던거… 딱 한번 후회한 적이 있어. 애아빠 출장 가가지고 토요일인

데 안오는거야. 빨리오라고 하는데 길이 막히니까 불안불안한거야. 애들은 둘이 막 울고 그러

는데. 그날은 이모님도 없고, 토요일이라 쉬셔야하잖아. 전화하면 아직도 그 자리. 아직도 그 

자리. 빡 돌아버리는거야. (사례 A4)

육아휴직중에 그런대, 다들. 다들 개지랄을 하는 경우가 막 몇 번이… 있대는거야.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화를 해서 내가 그랬어. 야이 쌍놈의 새끼야… 어? 책임지지도 못할꺼를 니가 왜 쌍

둥이를 낳으라고, 입양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놈이 빨리 안오냐, 막 난리

가 난거지. 왜냐면 체력이 한계에 막 다다른거야. 그땐 막 사십오키로까지 쫙 빠져있을때. 정

말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거기다 내가 아프기라도 해봐. 그때를 넘기니 그나마 괜찮은데, 후

회했지. 죽을뻔했지. (사례 A4)

폭탄덩어리 같은 아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시기라, 혼자하기에 지치고 힘들고. 힘들고 짜증

나. 근데다 요즘엔 정서적 공감에 강조를 받는 세대이다 보니 잠들기 전에 “사랑해” 이렇게 

표현도 해줘야하고… 일반적인 것은 계속 힘들고, 계속 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고.(사례 B3)

요즘 자꾸 눈물이 나. 다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문제라고. 언제부터 애한테 신경 썼다고 요즘 

들어 부쩍 그래 주말에 집에 오면 OO이 성격이 우유부단한데 내가 그렇게 부추기는거래. 공

부도 안하려 하는 것도 내 탓이고. 그게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섭섭한 건 둘째치고,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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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막 몰려와서 나도 모르게 말하다 울먹거리지만. 다 때려치고 싶어. 암껏도 안하고 싶어.

다 내탓이라는데. 미치기 딱이야.(사례 B5)

하루에도 수십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데 안미치고 배겨? 근데 더 웃긴건 아무렇지 않은 듯 

또 내일이 오고, 또 그짓을 반복하겠지. 미칠노릇이지.(사례 B4)

친언니가 가까이 살기도 하고, OO이 낳고부터 거의 우리집에 출퇴근하거든. 근데 우리 언니 

없었으면 나 미쳐버렸을지도 몰라. 내가 살짝 정보, 지식, 육아정보나, 책을 아무튼 맹신까지

는 아니어도 그래도 근데 책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하다못해 기저귀 떼는 것부터도 언제까지 

훈련해야한다, 뭐 늦게도 해도 된다, 암튼 중요한건 그것 때문에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된

데. 미칠노릇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뜻대로 내가 한다고 한만큼 되지도 어떻

게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언니말을 듣거나 도움이 되는것도 아냐. 언니는 언니대로 

스트레스 받지. 그래도 [언니가] 없었으면 OO이 □□오빠한테 던져놓고 가출해버렸을지도 몰

라.(사례 B2)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성의 롤 모델이 자신의 엄마되는 경우는 모두 “헌

신”과 “희생”적 어머니로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 (사례 A3)는 자신 역시

도 자신의 어머니처럼 “아이에게 굉장히 끔찍하게 헌신적일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자기자신이 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한다. 

우리 엄마는 상당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나를 키웠어. 보고자란다 그러잖아. 아이 키울 때, 

“우선순위가 내 자신일 것이다.”그랬잖아? 그건 바뀌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굉장히 끔찍하게 

헌신적일것 같아. 나 역시도. 나도 그렇게 할 것같아. 방식은 다르겠지만.(사례 A3) 

나는 애랑 잘 안놀아줘요. 혼자 잘 놀아요. 혼자 노는거 좋아해요. 뭐 해달라 하면 해주는거

고, 엄마는 못해라고 말해요. 아빠는 그림도 그려주고, 나는 다 귀찮은거죠.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는거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이것도 잘하고 엄마는 이것도 못하고 저

것도 못하고. 근데 괜찮아요.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냥 내가 놀아주는 스타일

과 남편이 놀아주는 스타일이 다른거지. 그리고 엄마는 ‘촉’을 가동을 해. 따로 놀아주지 않아

도 이미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좀 쉬고 싶은거지.(사례 B3)

나는 아이 낳고 키우는게 싫어서, 시엄마 등살에 이혼한 사람이지만 내 동생 조카는 되게 잘 

돌보거든. 근데 동생이 그러는거야. OO이가 나를 되게 좋아해. 잘 따르고. 그랬더니 계속 봐

주지 않을꺼면 재미있게 놀아주지 말라는 거야. 아이한텐 좋은 경험일 수 있고 좋지만, 내가 

없을 때 자기한테 해달라하니까 힘들다고. 해주지 말래.(사례 C3)

(사례 A1)처럼 출산의 계획이 있더라도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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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뀌지 않는다. 또한 (사례 B2)처럼 추가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단호한 이유로 

자신의 삶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지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애를 언제 낳으며, (애 낳을 때)아픈

데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지 라는 생각이 계속(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겁이 좀 많으니

까(사례 A1)

단호하게, “둘째를 낳고 싶으면 나와 이혼을 해라”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물론 아이도 중요하

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사례 B2)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생각은 실천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심리적인 영

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를 중심으로 양육의 내용과 방법이 기획되며, “나”를 

위함이 우선되는 것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위한 것

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하잖아. 맞는 말인 거 같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

와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해봐서 알아.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를 위해 희생

하는 것은 바보짓. 원래 희생적인 인간도 아닌데다가,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나 보다 더 전문

적으로 잘 하는데 잘 찾아보고 잘 보내주면 되지.(사례 B4)  

애기를 낳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애한테서 양육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있단 말이지. 근

데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막 바칠 정도는 아닌 거야. 그 애 기쁨이 내 기쁨이고. 물론 애한테 

이렇게 막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막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욕심은 있고, 있지만, 애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는, 애가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거는 행복한 거고 좀 뿌듯하

지만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한 거지.(사례 B2)

애한테 나중에, 내가 나를 뭐, 늙었을 때 뭐,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한테 용돈을 주고 이런 기

대는 진짜 없거든. 명절에 나랑 같이 가서 맨날 같이 붙어 있고 나를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고 

이런 기대도 없거든. 정말로 애가 만약에 해외에 공부 잘 해서 유학이라도 보내봐. 해외에서 

직장 얻으면 일 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 거고 나중에. 그니까 그런,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런 기대는 안 하고 내가 느끼고, 누리고 싶은 거는 애를 키우면서 그냥 아기를 키우면

서 같이 우리 가족이 얻는 기쁨을 얻으면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애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도 애를 대학 정도까지 키워서 어느 정도, 다들 대학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서, 대학은 솔직히 

혼자, 만약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다니기에는, 그러면 너무 못 누리는 게 많더라고. 돈을 

버느라고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원해줘서 해주고 싶고, 그 다음

은 알아서 하라고 싶은데, 하라고 싶은데, 그 후도 책임져주면서 우리 노후까지 준비할 여력

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게 없어 보이고, 내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래서 그 전까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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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성장하면 같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지

만 애한테 노후를 위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애한테 내가 다 해줄 생각도 없고. 헌신하고 희생

하고. 근데 애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애, 내 생각에는.(사례 B2)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마음은 세대차이로 체감되기도 한다. (사례 B2)의 옛

날 언니들은 아이를 낳기 전에 “포기한 것이 없는” 세대이다. 반면에 (사례 B2)처

럼 요즘 엄마들은 “일시 중지 상태”이며, 아이를 위해 포기한 것이 많은 세대인 것

이다. 

그니까 다들 인제, 후회는 아니지만, 다들 누리는 대로 못 누리는데 내가, 보니까 옛날 언니들

은 누리는 게 없더라고 애 낳기 전에. 그니까, 내가 되게 느꼈던 게, 애 낳기 전에 한 게 그냥 

살림하고 있다고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있다가, 그니까 최근에서야 자기 삶을 누리기, 그니까 

애를 낳아서 애가 웬만큼 큰 다음부터, 그니까 여가 생활을 보니까 애 학교에 보내면서 나는 

학부모 모임이나 이제 그때부터 취미 활동 시작해서 좀 하다가, 이제 애도 얼만큼 크고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도 해외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근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

부터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애 낳기 전까지 똑같은, 운동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해

외 여행도 다니고, 애를 키우는 후에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다 하고 있던 건데 애를 낳음

으로써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거지. 근데, 애기를 해보면은,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뭐 

부자든 어쨌든 그런 삶이 옛날에는 없었던 거야. 그니까 애 낳기 전에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지. 한 십 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데도 그래.(사례 B2)

과거와 달라진 양육현실은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양육을 행하는 이들은 실제 쉬워진 것이 아니고 힘듦의 정도

는 비교불가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한

다. 이는 현실적으로 양육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구성된다.  

근데 그때는 뭐 애 맡길 데도 없어요. 그니까 애 교육비도, 애를 한 세 살까지는 그냥 애 집에

서 보면서 놀거나 인제 너무 힘들면 아줌마, 불러서 그냥 놀면 된다는데, 애 데리고 클래스에 

다니고 이러는 것도 없고. 그때는 이렇게 비싼 선택 예방접종도 없었고. 놀이 학교. 그니까 요

즘엔 영어 놀이 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데만 해도. 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 그니까 옛

날에는. 아니 그니까 언니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애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나 들어보면, 진

짜 뭐 사십 세 조금만 넘어가도, 다들, 아 사십오 세 정도 되겠다. 넘어가도, 애 유치원은 일곱 

살에 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엄마가 놀거나 뭐 누가 맡아서 좀 봐주거나, 

그리고 집에 자동차나 이런 거, 자전거 좀 사주고, 책 좀 사줘서 놀고. 그냥 그거 뭐, 잘 먹이

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은, 삼 세 되면 당연히 다들, 삼사오 세는, 삼사 세는 어린이집 다니

고, 오륙칠 세 유치원 다니고. 유치원부터 가게 되드라고. 유치원은 이 년에서 삼 년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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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어린이집도 다들, 일이 년 다니지. 그니까, 어린이집 안 다닌 애는, 좋은 유치원에서는 

안 받아줘. 너무 애가 인제 규율을 모른다고, 일정 정도. 너무 일찍부터 애들이 다 아니까. 그

래서, 거의 한, 삼사 년은 무조건 그런 거에 보내는데, 그런 비용이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납

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싸잖아, 다. 그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 아닌 이상은, 애 교육비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차지하고. 

애기를 들어보면 뭐, 부자건 아니었건, 자기가 포기한 게 별로 없더라고. 애 낳기 전에. 생활

에서. 그냥 그 전에도, 집에서 그냥 남편 밥 해주고, 장 봐서 맛있는 해서 먹이고, 그러니까 전

업주부.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회사 이렇게 빠둥빠둥 다니면

서, 나이 들어서도 회사 다닌다, 선생님이 아닌 사람은 회사 다니면은 그냥 다니나보다 하다

가 애 가지만 당연히 인제, 그만 두고. 교사나 이런 전문직이 아닌 이상. 그래서 포기한 게 별

로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원래부터도 여행도 안 다녔더라고. 그니까 나름대로 애 

키우는 거 힘들기는 했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하곤 다른 거지. 그니까 자

기들 본인들도, 본인들도 지금 누리는 삶을 포기하고 애를 낳으라 그러면은 낳기 싫을 거야. 

지금은, 친구들 만나서 어디 경치 좋은 데 있으면 경기도에 나가 가지고 맛있는 음식에 차 마

시면서 얘기도 하고, 뭐 철 좋으면 제주도도 갔다 오고 놀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

는 집에서 그리고 뭐 세 끼 다 해 먹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남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운동도 하고, 뭐 배우고, 헬스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골프 하는 

사람도 있도 운동도 하고, 모임도 많고 뭐, 우리 모임 언니 같은 경우도 한 명은 요리 배우러 

다니고, 한 명은 사진 배우고 다니고. 그니까 자기 배우는 것도 하나씩 따로 있고, 그냥 운동

은 당연히 하고, 철철이 여행 다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그니까 애 키워놓고 하면 돼 이

러는데 그걸 기존에 다 누리고 있다가 그거를 놓고 애를 낳으면서 하고. 그니까 애 때문에 시

간이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옛날 같이 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것도 

조금 있고.(사례 B2)

과거와 달리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싫어함을 밖으로 표출하는 경우

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가 소재가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즐

겁게 들어주고 관심을 갖지 않으며, 아이 이야기를 불필요한 공간에서 하는 것은 

“민폐”로 구성되기도 한다. 

나는 애들이 지겹다 그래야 되나? 안 이쁜 건 아니야. 애들이 다 예뻐. 그런데 지겨워. 심지어 

주변에 자기 애기 사진을 막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그리고, 시

간이 아까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자체가. 근데 내색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 한번은 내

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뭐 옆에서 한 네 명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어, 우리 

애기 사진이야 그러면서 앞에 앉은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응, 나 안 본다 그랬잖아, 난 애기 

싫어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딱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대~박.(사례 C3)

나는 아이들, 조카 사진을 애들이 보여주거나 아이들 사진을 보여줄 때 보기 싫을 때 되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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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 볼 때도 있거든, 심지어. 아, 나 보기 싫어 이렇게 안 볼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 앞에 

없기 때문인 거 같애, 그 아이가. 내가 모르는 아이이고 내 앞에 없기 때문에. 그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내가 아는 아이야. 그러면 나는 그 아이가 궁금해서,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서 보

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전혀 본 적도 없어, 이제까지, 생전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아이. 그리

고 내 앞에 있는 실체가 아니야, 걔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

하지 않는 스타일, 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사례 D4)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학령기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대화는 아이 이야기가 주

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내가 얘가 있어도 애 얘기만 하는 것이 되게 싫어, 싫었어. 나는 쟤가 궁금한데, 자기 얘

기는 안하고, 자기 얘기가 애 얘기가 된거야. 싫지. 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애기 얘기 안하는

데. 하루종일 애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순간도 해야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모인 사

람들이ㅣ 공통성이 있으면야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대화에 

길수도 없고, 그냥 힘든가 보다 하겠지. 근데 이건 예의가 아니고, 그렇잖아.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 불편한 감정이야 있지만 들어줘야하고 동화도 해줘야하고. 나는 공사분리까진 아니지

만 애기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을 해. 전략적으로. 여긴 좀 온전

히 ‘나’로 살고, 여긴 ‘엄마’ 이렇게. 의도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배려가 없는 사람, 내가 싫어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엄마의 삶에 압도당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적어도 “엄

마가 되면 저렇게 바뀐다, 애 얘기 해도 된다,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무작정 생각 하진 않아

야지.(사례 B3)

또한 현재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있는 이들 역시도 불필요하게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제한다. 본인 스스로도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이고 싶기 때문이며, 

다른 이들도 그러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일전에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애, 애 얘기는 그

만 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쌔 해지고 전혀 그렇진 

않았는데, 여러 명이 막 애 예쁘다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그런 얘기하기는 힘들겠지 좀. 근데, 

다들 인제, 자기 얘기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지.(사례 B2)

나는, 아니, 그런 개념이 있어. 이제, 예전, 다른 엄마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내 애 얘기 너무 해갖고 불편을 끼치면 안 되는

데. 먼저 물어보면이나 대답하지, 내가 막, 막 애 보여주고 하면, 팔불출? 그 자리를 좀 흐리는 

사람? 물론 그게 애기 엄마들 모임이면 애 얘기하겠지. 그렇지만 다른 모임에 갈 때는 다른 

친구 모임에 가서 내 애 얘기를 안 꺼내려고 조금은 주의를 하지 오히려. 그 모임 관계의 목적

과 특성에 맞게. 왕따당할까 봐. 왜냐면 그 모임에 요즘에는 애 없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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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뭐 이미 커가지고 이슈가 달라진 사람이 많은데, 그, 거기서, 내 애 얘기만 계속 하면은 거

기에 속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니까 주의하려고, 입은 간질간질한 부분도 있지 좀. 인제 뭐, 

자랑도 있고 궁금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일 대 일일 때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

겠지. 그 사람도 내 애에 관심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면, 애 얘기만 하고 하는 게 

좀, 용납이 안 되다 그러나? 이렇게 딱 싫은 내색은, 표정으로라도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고 

이러면은 하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그렇지. 요즘은 그니까, 애 얘기만 끝도 없이 하고 이런 

눈치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사례 B2)

그것에서 떠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애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애로 인해서 

내 삶이, 애가 전부가 되는 것을, 그런 거를 탈피하고 싶은 거죠. 부모들도. 그래서 내 친구 같

은 경우도, 일곱 살, 그 다섯 살 있는 애도, 저랑 만날 때는 그냥 둘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잡지책 보면서, 아, 이거 좋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가서 인제 또, 자기 또래의 엄마

들하고 만나면 같이 육아 정보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나랑 만날 때는 내가 인제 중학교 

애를 뒀으니까 둘이 공감대가 없잖아, 애한테는. 그러니까 둘이 공감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사례 B5)

한국사회는 생물학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난 성인은 당연히 결혼을 했을 것이며, 

아이가 있을 것으로, 성인발달 궤도를 응당 따르고 있을 것으로 사유하는 특성이 

강하다. 결혼하지 않아 늙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없어 철이 안 들었다거나 하는 등

의 언설이 그것인데, (사례 D5)는 이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자신을 “키덜트”로 가

시화하기도 한다. 

나는 어른이같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너무 정말 목숨처럼 아낀다든지. 내가 좋

아하는 캐릭터들. 뽀로로라든지, 그 다음에, 아톰, 마징가 제트, 그랜다이저, 뭐 이런 그런 캐

릭터들, 키티는 싫지만, 미키마우스는 좋고, 어린이들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 캐릭터를 

뺏기기 싫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조카들한테마저도 주기 싫은? 차라리 똑같은 거를 사줄 망

정. 뭐 이런 거. 그런 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 뽀로로 되게 좋아해. 애기들이 쓰

는 거 이쁘고 귀여운 것들 되게 많잖아. 그릇이랑, 옷도 캐릭터 그려져 있는거 이런거 좋아하

고. 조카하고 뽀로로파크 갔는데 내가 신나서 놀았잖아.(사례 D5)

지금, 나 스스로 혼자 챙기기도요, 벅차다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주중에는 이십육 명

의 아이들한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학교에서 여섯 시간씩, 매일 여섯 시간씩 돌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사실 초등학생들이라, 정년까지 쭉 아

이 없는 삶이라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나를 키울 힘은 남겨둬야죠. 내 스스로가 지

금도, 나 하나 돌보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나이도 더 많이 들었고, 저를 케어

하는 게,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나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다 

써야죠.(사례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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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엄마가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혼 무자녀 여성

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오랜 동안 수세적이었다. 가장 비난

의 대상이 되는 범주가 기혼무자녀 여성들이며 이들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이며, ‘못 낳는 척’을 했을 때, 비난은 강한 측은함으로 대체된다. 또

한 ‘엄마가 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은 미(비)혼인 여성에 확대되어 적용된다. 아이

가 없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마련해 놓거나 혼인상태가 아닌 것에 대한 설

명 전략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면접사례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불편함으로 구성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들이 ‘아이 없음’

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워져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들의 불편함은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었으나 ‘여성답지 

못하거나’ ‘인간답지 못하거나’ 하는 등, ‘여성성’과 ‘인간성’의 경계에서 잠재적 어

머니, 모성의 담지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사회적 기대와 협상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

우, 친밀함의 지속여부와 관련하여 관계마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친밀한 경우 사실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연기(performance)’를 하였다. 

나는 여자로서의 삶을, 여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어. 보통사람들의 생각엔 임신이라든지 

어머니가 되어 보는 경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나는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여도 나는 

이미 여성인 걸. 딸이, 딸이고 여성이었지. 여성이고. 할머니가 돼서도 여성이지. 누군가의 아

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안 된다고, 그 걸 건너뛰고 딸에서 할머니가 된다고 해도 내 삶이 없어

지지 않아. 엄마가 되지 않기로 한 것이지, 애기를 낳지 않기로 한 거지 여자가 되지 않기로 

한게 아니니까. 난 내 스스로 어머니정체성 없이도 여성성을 가진 여자인 존재로 나를 생각

해. 당연한거 아닌가?(사례 D4)

여기에는 두 가지 불편함이 등장한다.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듣는 불편함과 하

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공존한다. 질문하는 사람이 아이를 간

절히 원하는 사람이거나 아이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 불편함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이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편해. 그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임신이 가능한 몸이어서…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데, 내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

어 하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불임이어서 이거나, 아이를 갖고 싶지만 원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고 하는 경우, 나랑 다르니까 불편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내가 있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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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대개 불편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질문들이 있지. 

“결혼을 했어요?” 했다고 하면, “얼마나 됐어요?”, “아이는요?”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

러면 “왜 아이는 안낳으세요?” 그런 질문을 듣는게 불편해. 말하기도 불편해. 상대방이 간절

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용감한 사

람들은 불임이냐고도 물어봐. 정말 불편해.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잖아…(사례 A2)

또한 아이의 생김이나 성별을 중심으로 대화가 오가는 것에 대해 불편함 역시 

경험되고 있다. 

OO이가 곱상하게 생긴 편이잖아. 근데 남자앤데, 여자애냐고 자꾸 물어봐. 그냥 그런 말 안하

면 안되나? 왜 사람들은, 왜 그러냐는 거야.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나름 

인제 약간 중성적으로, 뭐 그냥 그런 건 남자애고 여자애고 이런 거 상관없이 키우고 싶은데, 

가격이 싸면 분홍색 옷도 입히고, 내 맘이지. 주변에 가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

지.(사례 B2) 

우리 귀염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면 꼭 듣는 이야기야. 이제는 화도 안나. 아이가 나를 

안 닮은 것 같으면 남편 닮았나보다며 잘생겼다고 해. 사실 잘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봐도. 사

실은 사실이지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닮은 것도 같고. 닮아 가는 것도 같고. 쌍둥이잖아. 한명

씩 데리고 어딜 가면 남편도 듣는데. 엄마 닮았나 보다고… 웃기지.(사례 A4)

애들이 되게 씩씩해. 좋게 얘기하면 씩씩하고 사실은 살짝 천방지축이야. 간혹가다 모유수유

했나 보다며 건강하다고, 둘이나 어떻게 모유수유를 했냐고… 나는 아무 말도 안하는데 이미 

소설은 완성됐지. 아이들은 모유수유를 해야 건강하다고. 모유를 먹여 보려고는 했지. 근데 되

게 까다로워.(사례 A4)  

전형적 여성성을 내면화하지 않은 경우, 보다 확고하게 “엄마가 될 생각 따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엄마가 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엄마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

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거나 엄마가 될 생각 따위, 아이를 낳는다

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사례 D5) 

제3절 소비주체로서의 모성

소비주체로서의 모성이란 모성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상품화된 모성을 구매하

는 경험이 다양해지며 소비 주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모성 소비의 경험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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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성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 됨을 의미한다. 모성이 소비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주의의 이중 전략의 지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진화하는 모성 

시장은 모성의 자본화, 의료화, 과학화가 촉진되고, 소비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전

략으로서 생물학적 어머니 외 다른 주체들을 양육주체화, 소비주체화 한다. 또한 

‘위기’를 생산하고 ‘소비’를 부추긴다.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들은 모성의 자본화를 

빠르게 체화하는 주체로 구성된다. 신자유주의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중심

주의는 ‘모성’을 자본화, 상품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출산적 모성뿐만 아니라 양육적 

모성, 모성성이 거래된다. 출산적 모성은 의료화 과학화되고 양육적 모성은 위임, 

대행, 거래 된다. 모성 시장을 진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이

중전략은 위기를 생산하고 소비를 부추긴다. 또한 모성 소비주체를 다양화하기 위

해 생물학적 출산자 외 아버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도 한다. 

엄마이기도 하면서 경제주체가 되는 방식의 “맘(mom)”들을 생산해 낸다. 자본주

의 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는 엄마는 “맘”으로 호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변화된 모성개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성 주체’가 등장하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이를 가속화한다. 신자유주의적 모성

주체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가족구성행위의 다양화와 잠재적 모성 개념의 변화를 

포함한 개인주체의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모성의 자본화를 경험하

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질서와 국가의 출산장려주의, 두 축의 영향 하에서 형성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는 생물학적 모성 기반의 탈각 속에서 모성의 속

성이 더 이상 생물학적 속성에 지배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형

성되었다. 또한 사회의 모성규범을 내면화하며 모성개념과 실재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 존재해 온 이들이며 모성규범의 경계 밖에서 형성

된다. 이들은 본인의 생물학적 조건과 자원의 규모에 따른 자기관리 주체로서 여성

성과 연루되지 않고 모성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한 주체이며, 생물학적 속성보다는 

양육적 속성을 중심으로 모성을 사유하는 주체이고 모성을 본능과 분리하여 해석

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1. 모성 시장의 확산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이 자본화되고 모성정체성이 거래되는 방식으로 모성

시장은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각종 출산 임신 육아 박람회와 쇼핑몰, 커뮤니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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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발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성 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팔지 않는 것이 없으며, 파는 방법과 타겥 대상을 확장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신출산육아박람회나 베이비페어(Babyfair)가 대표적이

다. 베이비페어151)는 1999년 7월에 설립되어 임신, 출산, 육아 전시회 주최하고, 

관련 상품들을 전시, 컨벤션 기획 및 운영,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즈니스 등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베페, 

모바일 베페, 베페몰 등 전시와 온라인 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페 맘스쿨, 태교음악회 등을 통한 문화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임신 출산 

육아의 종합브랜드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베페 유모차 콘서트를 개최하거

나 미혼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회복지법인 홀트를 지원하고 있

으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2월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올해의 베페는 

23회를 맞고 있다. 베페의 개최목적은 임산부와 초보엄마들에게 출산, 육아, 조기

교육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기업에 실수요자와 바이어의 만남을 통

한 제품홍보 및 판매시장 확대하고, 국내 외 임신, 출산, 육아문화와 상품교류를 통

한 관련사업 육성과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출산육아박람회가 최근의 임신출산육아박람회로 임신을 추가하면서 임산부용품과 

임산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대혈 은행이나 신생아 보험 관련 상품도 다양

해지고,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원 관련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다양한 품

목과 서비스가 박람회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152)   

또한 소셜 커머스와 소셜 커뮤니티들의 확대를 들수 있다. 소셜 커머스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 소셜(social)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상의 사회관계망 또는 그 미디어를 뜻하며, 커머스

(commerce)는 상업, 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소셜 

151) 베이비페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전국 각 지역에서 임신출산육아박람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곳이다. 베

페(Befe)라고도 하는데, Beyond fair & exibition의 머리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베페가 의미하는 것처럼 

전시박람회를 뛰어넘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

을 지향하고 있다. 

152) 국내최대규모 임신출산육아박람회인 베페는 보건복지부와 개최지 시․도의 후원을 받아 국내외 150개사 

950부스(제 23회의 경우)를 마련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보통 4일간 진행을 하는데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방문하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소비규모 역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전시품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태교용품, 임산부용품, 임산부서비스(산부인과, 산모체조교실,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영유아 식품, 

영유아서비스(제대혈은행, 전용사진관, 전용가전제품, 신생아보험, 베이비시터), 안전용품, 출산용품, 지능

개발프로그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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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

래의 일종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제품을 홍

보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소셜 커머스 분야에 해당한다 할 수 있

다. 이는 제품 정보 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에 대

한 정보를 빠르게 취하는 이점을 주었으며, 쇼핑을 최적화하고 소비자를 모아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소셜 커머스는 크게 소셜 링크형, 소셜 웹형, 

공동구매형, 오프라인 연동형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153) 한국 사회에

서 현재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로는 티몬, 쿠팡, 위메프, 그루폰 등이 있고 40여개

의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11번가, G마켙, 옥션 등), 엄마들이 운영하

는 개인홈페이지(아코맘, 엣지맘, 마더블로그 등 다수), 또는 엄마들로 구성된 온라

인커뮤니티(82cook닷컴 등)들은 모두 임신, 출산, 육아, 양육, 그리고 아동을 특화

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모두 소비주체를 ‘여

성’인 ‘엄마’로 간주하고 있거나 요리와 같은 전형적인 여성들의 성역할을 고정․확
산 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 고유의 역할로 자연화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며, 

소비주체가 되어가는 여성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아이를 양

육하는데 인터넷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즉, 한국사회의 소셜 커머스와 소셜 커뮤니티는 모성의 

일차적 책임자를 여성으로, 출산한 여성으로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

에는 엄마들이 주축이 되는 다양한 소셜 커뮤니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역시 한

국사회의 주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보다 폭넓은 조사를 통해 전체를 살펴볼 필

요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특성을 갖는 커뮤니티를 거론하고자 한

153) “소셜 커머스”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는 2005년 11월 야후를 통해 처음 사용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야후는 장바구니, 평점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셜 커머스라고 불렀다. 소셜 커머스의 

대표적인 분야인 소셜 쇼핑(social shopping)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참가자 이상이 구매 신청을 

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비지니스 모델로, 2008년 10월 미국 시카고에 설립된 온라인 할인 쿠폰 업체 그

루폰(Groupon)이 처음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다. 2010년에는 그루폰이 한국에 들어와 창업한 지 1년 6개

월 만에 3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소셜커머스들은 상품의 할인 폭이 50% 이상 되고 수

수료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 자체는 소매업체에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셜 커머스 방식으로 상품 판매를 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 때문이다. 마땅한 광고수단이 없는 소규모 소매

업체들은 쿠폰을 판매함으로써 일정 기간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구매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해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소비자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구매후기를 남김으로써 상당 기간 광고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위

키피디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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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아코맘”의 경우는 대다수의 엄마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싸이트들과 비

슷하게 출산․육아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엣지맘”은 

출산․육아 용품을 공동구매하기도 하고, 신생아,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소득수준과 자녀수와 연관하여 변화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피며 최신의 

출산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출산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154)

하는 등,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월령에 따라 엄마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육아를 공유하고 있다. 

“아코맘”과 “엣지맘”이 주요하게 다루는 정보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

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각 단계마다의 필요한 상품과 엄마들이 해야 하는 역

할들이다. 구체적으로 임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임신 출산 용품, 주차별 변화 이야

기, 임신 관련 정보, 임신 중 몸매 관리, 임신 중 건강, 운동에 대한 정보들이다. 태

교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를 위한 태교음악과 아이를 임신하고 있

는 엄마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기 위한 요리하기, 여행가기, 문화생활, 바깥나들이 

등이 제시되고 있고, 출산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출산 관련 정보, 산후조리 준비, 산

후조리원, 출산 후 몸매관리, 출산 후 건강, 운동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육아 준비

단계에서는 월령별 육아 정보, 모유, 분유, 이유식, 아이 장난감, 책, 아이 교육, 놀

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싸이트들은 각

종, 임신, 출산, 육아 상품 싸이트와 링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 규모가 큰 

곳들은 기업들의 지원 하에 다양한 파티와 모임, 행사, 이벤트, 공동구매 등을 조직

하고 있다. 

“82cook닷컴”의 경우는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임신, 출산, 육아, 양육, 결혼, 가족,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등 엄마

154) 엣지맘은 하루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횟수가 4~5천명에 달하는 곳이다. 출산정책이 소개된 글의 도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은 정부의 여러가지 출산장려정책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는 것

이 정말 힘든데 출산장려정책을 제대로 알아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은 출산지원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끼지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작년보다 또 조금 나아진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앞

으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더 좋아지겠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알아보니 여러가지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당되시는 해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가지 나름 챙겨봐야할 것

들이 있네요. 큰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거 보다는 훨씬 좋잖아

요~ 잘 활용해서 출산장려정책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___^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임신수당같은

거 나오고 병원도 다 무료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군요 ! 그렇다면 나 세금 더 낼수 있는

데….>____< 더 좋은 복지가 실현 되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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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들의 삶이 놓여있는 지형 전반을 내용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가부

장제사회로 인식하며, 한국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이나 가족관계, 부부관계, 여성의 

섹슈얼리티, 교육체계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엄마인 여성의 위치에서 출발하면서

도 전통적인 성역할로 귀결되지 않는 실제의 삶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사

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입장들이 곳곳에 배어있다. 여성 삶의 각 영역에 대해 대안

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기존의 여성 삶에 지워진 과부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직접적으로 여성을 타겥으로 하는 출산정책이

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의식적인 개입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

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문제들과 관련, 커뮤니티 내에

서 서로서로 고민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모성 정체성 역시 거래된다. 엄마의 손길로,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상

품의 판매. 이유식, 손수 만든 바느질 제품에서부터, ‘엄마처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상품 더 신뢰하고 구매하기가 이루어진다. 이들은 정성과 시간을 구매한다. 

또한 모성성을 거래하는 것을 통해 나의 결핍된 부분과 죄책감과 미안함을 경감시

킨다. 또한 아이를 키워본, 키우고 있는 경험을 전면화하는 전략을 통해 모성성은 

거래된다. 

인터넷으로 클릭 클릭 해서 뭐 이렇게 찾아 보면은 엄마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 이유식

도 자기가 안 만들고 그거를 구매해서, 공동 구매해서.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힘들게 왜 만들

어. 근데 이제 비용이 비싸지 그런 것들은. 가끔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사. 

그리고 뭐 심지어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또 파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인터넷으

로 주문, 그걸 자기 아이꺼 사면서 브랜드마다 쎄일하는 시즌이 다 다르니까. 그 노하우를 바

탕으로 다른 연령대 아이들 것이나 이런 걸 구매를 해. 그게 업[직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많지. 사진찍어서 올리고. 배송해주고. 옷부터 시작을 해서 유모차, 여러 용품들, 장난감 등, 

애기들 옷.(사례 B2) 

이렇듯 모성시장은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그리고 모성 정체성을 거래 가

능한 것으로 바꾸어 내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모성시장은 소셜커머스와 싸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암묵적 구매 압박을 갖게 한다. 예컨대, 아이용품들은 

고가의 것들도 많은데, 공동구매로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몇 명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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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매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어떤, 좀 비싼 고가의 자전거가, 예를 들면, 몇 백 대가 팔

리고 있어 지금도. 숫자가 꽉 올라오잖아. 아, 다른 애들은 다 저 자전거를 사서 갖고 노나? 

우리 애도 있으면 잘 가지고 놀까? 왠지, 그니까,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전에는 애들

은 그냥 세발자전거, 그 쫄쫄쫄쫄 굴러가는 거 하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

렇게 뒤에 밀고도 다닐 수 있고, 되게 좋은 인제 자전거, 그니까 뭐, 아주 저가로 한 십칠팔만 

원에서 고가인 거는 삼십 몇 만원짜리까지 있는 자전건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 근데 인제, 언제, 가격을 얼마짜리를 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을 더 굳히게 된 건, 우리 아파트에 이미, 집 

밖에만 나가 한 네 명이 그걸 타고 다니고 있어. 우리 애보다는 좀 더 나이가 있는 애들이니

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지. 우리 애의 연령대였으면 이미 샀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런 압박이 있는 거 같애. 숫자의 압박? 그니까 요즘에는 이제 하도 많

이 보니까 상품 체험기? 이런 건 별로 안 믿는데, 요새 베이비 엑스포 이런 게 많잖아. 그런 

데 가고 이러면은 좋은 물건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고런 거 보고, 또 소셜 커머스에서 사람

들이 인제, 옛날하고 다르게 상품 설명도 되게 상세하잖아. 그니까, 내가 이게 필요한가 안 필

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지. 다양하게.(사례 B2)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단계에서 구매가 당연해지면서 어떤 것을 구매

하는것이 더 현녕한가를 결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소비의 아이템과 비용의 규모는 

부지불식간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상품들의 정보는 결핍을 생산한다. 

그니까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그걸 살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살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지. 물건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내 나름으로는 골라서 이것만 사야지, 이건 안 

사고, 이것만 사야지 하는데, 그것의 종류가 몰랐을 때보다도 확실히 많겠지. 그래서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거지. 그니까 돈도 당연히 더 많이 들고.(사

례 B2)

 

어떤 사람이 되게 놀란 게,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놀란 게, 애들 수면 조끼 보고. 애들이 자면

서 뒹굴 뒹굴 하면서 이불을 차고 자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제 뒹굴뒹

굴 해도 옷이 안 올라, 배 위로는 안 올라가게 하는 이렇게 조끼처럼 그니까, 이불을 안 덥고 

입혀서 뒹굴뒹굴하고 다녀도 괜찮은, 어떻게 보면 옷이죠. 근데, 그게 있는지 모른 사람은 당

연히 애가, 뒹굴러 다니면 이불을 한 번 더 덮어 주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온도를 맞추거나. 

근데 그런 게 있는 줄 아예 몰랐거든. 근데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니까 옷을 한 게 더 사게 

된 거지.(사례 B2)

부모세대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의 모성을 비난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불필요한 것

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엄마가 해주면 될 것을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를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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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이다. 요즘엄마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논리로 편리함과 효용성을 든다.   

수면조끼, 애가 굴러다니면서 자도 배가[덮혀 있어서] 아기가 있는 엄마들은 사지. 이게 되게 

많이 팔렸어, 진짜. 근데, 나이 많은 엄마들은, 엄마가 일어나서 이 불 한 번 덮어주면 되지, 

쓸데 없는 거 너무 많이 사는 거지, 요새 엄마들이. 근데 엄마도 그냥 안 일어나고 애 뒹굴어

다니라고 놔두고 그냥 밤에 길게 자면 더 좋잖아. 애도 중간에 안 깨고 잘 자고. 하나 사서 입

히고.(사례 B2) 

2. 소비주체의 다양화

소비주체의 다양화는 아빠를 소비주체로 호명하기, 정상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여 소비주체화 하기,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 소비주체화 하기의 유형

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먼저 최근의 변화로 출산육아 용품 홍보 매체에 아빠가 등

장하고 있다. 산모와 남편이 함께 있거나 아기와 아빠가 함께 등장한다. 아빠를 소

비주체화 하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이 역시 성별역할궤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진다. 캠핑용품이나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은 아버지의 몫, 아기띠 등 아

버지가 구매하는 품목이 늘어가고 있다. 

내가 내 동생을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껴. 애기가 한 구 개월쯤 됐나? 근데, 내 동생이 계속 

맨날 맨날 투덜투덜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되게 잘 돌봐. 애기도 잘 보고. 물론 시키면 시키

는 대로 정보도 찾아보고, 뭐 아기띠도 자기가 맬 걸로 샀고, 매일 목욕도 시키고, 장도 다보

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되게 잘 하는데도 맨날 투덜거리고 더 많이 안 한다고 꿍시렁 꿍시렁

해. 물론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게 당연해진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남편하고 비교하면서 좋겠

다고 하면 다른 아빠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냐 이래. 난 열받지. 서글프

기도 하고.(사례 B5)

최근 들어 아기띠를 직접 자신에 맞게 고르거나 산모교실을 함께 다니는 남편들

도 늘어가고 있으며, 임신, 출산, 수유, 산후조리, 육아의 전 과정에 남편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상품들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례로, 되게 최근에 많이 팔렸던 게, 스토리빔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남편 딱 웃

어주고, 그게 선전이 어떻게 나오나면, 아빠가 퇴근 후에, 퇴근을 하고 왔어. 그래서 엄마는 

아직 집에 안 오고 뭐. 근데 아빠 옆에 뛰어다니면서 막 아빠한테 얼굴에 낙서하고 막 하니까 

아빠는 녹초가 돼서 딱 누웠다. 근데, 애 엄마가 스토리 뭐 빔이 있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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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근데 그게 뭐냐면, 천정에다 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야. 영상이 나오면서. 그래서 애가 

이제 그거 보고 놀다가 잠자고 딱 이러는데, 이제, 그 아빠가 보면은 녹초가 돼있건, 아니면, 

열 권 째 동화책을 읽고 있어 애 옆에서. 근데 그걸 읽어주면, 한 일이십 분 동안 이렇게, 엄마

아빠가 녹음도 할 수 있고, 녹음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원래 탑재될 걸로 

할 수 있는데, 동화책은 켜놓으면 애가 잠잠하게 그걸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걔가, 소셜 커

머스에서 되게 고가거든. 되게 비싼, 비싼 건데, 그게 한 십 몇 만원 짜리인데, 걔가, 몇 백 개

가 팔려서 앵콜로 다시 나와서 지금 한, 이삼, 이백 개가 팔렸다는 거야. 근데 그 선전 자체가, 

그런 만화 카툰과 영상이다. 녹초가 돼 있는 엄마나, 녹초가 돼 있는 아빠. 소셜 커머스에서도 

하고, 이제, 홍보도 되게 많이 하지. 그니까 베이비 엑스포랄지, 그런, 그니까, 물건이 많다 보

고 어떤 게 있나? 뭐, 궁금하니까 엄마들이 되게 요즘에 많이 찾아다니거든. 뭐 체험행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인터넷의 영향도 크고. 인터넷에, 통해서 원래 알고 있던 건데, 이제 소셜 

커머스가 좀 싸게,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도, 난데없이 팔진 않고, 웬만큼 입소문이 난 것들을 

그걸 런칭해서 파는 거지. 인터넷에서는 이미 유명한 것들로 많이 하고. 인터넷 때문에 소비

가, 육아에 대한 소비가 부추겨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 같애.(사례 B2)

출산육아박람회 등의 각종 프로그램들도 더 이상 여성과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신체험 이벤트를 하거나 아빠가 동행하면 사진을 찍어주

거나 하는 등 남성을 소비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빠를 소비

주체로 호명하는 것은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새롭게 바꾸고, 남성도 아

버지로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문화로 생산해내고 있으며, 한편으로 일

하는 엄마들을 위한 상품들을 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만큼 임

신․출산․육아를 돕는 좋은 서비스와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고, 남편들의 참여도 늘어

가고, 일하면서도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편견을 재생산하며, 결과적으로 정상가족이

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중산층 전업주부의 양육을 최적화하며, 남편은 양육 책임자

가 아닌 조력자로 근본적인 성역할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출산․육아 용품과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

한다. 미혼모(부)를 비롯하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상가족 외의 다양한 범주의 가족에게 수익의 일부를 전달하기도 하고 육아용품

을 기증하기도 한다. 미혼모시설과 입양기관, 그리고 이혼 모자시설과 나눔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155) 외견상으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

155) (주)쁘레베베, 저소득 모자가정,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기부금 전달(2009. 8. 4), YKBnc, 한부모가족 육

아용품기증(2013. 2. 6) 등 육아관련 업체들은 물론 코오롱베니트와 같은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도, 이

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과 나눔협약을 체결(2013. 1. 15)하는 등, 제품의 홍보는 물론 기업이미지 향상과 

기업 홍보 등의 효과도 있어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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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지향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기업의 이윤추구 전략과도 무관하

지 않다. 즉 가족에 대한 편견을 삭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결핍을 소비로 채우게 

하고자하는 자본주의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소비주

체로 호명하는 전략이다. 또한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 소비주체화가 이루어진다. 출

산한 아기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비주체로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 전 가

족 구성원을 동원하며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에 이르기까지 소비주체는 확대되어 

있다. 이모나 가족관계 친구관계 지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도 아이를 위한 구매를 

하여 선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이 기획된다. 이모, 고모, 등 온 가족이 동원되

며, 지인들의 범위도 확대되어 소비주체화 된다.  

내가 벌이는 좀 되면서 이 나이[41세] 먹도록 혼자 사니까 사람들은 모아 둔 돈이 수억 되나

보다 할꺼야. 모아 둔 돈이 없다고 하면 다들 의아해 해.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보다시피 

스타일리쉬한 것도 아니고 돈 쓸데가 없을 텐데 하는 거지. 웃기는 얘기지만 내가 딸린 자식

이 열둘이야. 큰 언니네 셋, 둘째 언니네 셋, 셋째 언니네 둘, 넷째 언니네 둘, 아이고, 남동생

네 둘. 언니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나한테 되게 잘해준 것도 있지만, 이것들[조카들] 보면 사

주고 싶은 게 한 두 개가 아냐. 옛날에는 돈으로 줬는데, 사고 싶은거 사라고, 요즘엔 내가 사

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샀어. 근데 이제 다시 돈으로 줘(웃음). 너무 비싸서 돈

으로 주는 게 덜 들거든. 그래봤자, 큰놈은 큰놈대로,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다 돈이야. 나름 

긴축재정을 해도, 수도 많고 이놈저놈 챙기다보면… 이때까지 챙겨줘서 새삼 안 챙겨주기도 

좀 그렇고… 꾀 드는 거지.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것들이 나를 봉으로 생각하나 싶기도 

해.(사례 D3)

확대된 소비주체는 모성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본 경험을 통해 스스로

를 모성을 인식하고 발현하는 주체로 사유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출산과 양육을 

돕는 서비스와 상품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한 엄마 역할들에 경제적 기여를 한 경

험을 모성을 대행한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즉 지불의 주체가 곧 모성의 주체가 되

기도 한다. 본인은 아이 낳기를 싫어해서 시댁과 마찰을 빚으며 이혼을 결정한 (사

례 C3)도 친한 친구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한 경험을 모성의 근거로 이야기하

였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군데 이것이 지지리도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궁상으로 사는거야. 원래 

공주같이 컸던 얜데. 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 반대가 심했어. 결국 집에서도 팽 당했지. 근데 

이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도 [친정]집에서 하나도 신경을 안써주는거야. 딱하게. 좀 누그러들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구. 이해가 안가. 아니 이해가 가. 내 전 시어머니도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꺼야. 있는 집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얘가 돈 아낄려구 산후조리원을 안간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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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랬지. “이 시기를 행복하게 보내야 니 건강에 좋아. 니가 건강해야, 그래야 애도 잘 키

우지. 내가 이영애 수준은 아니어도 좋은 산후조리원 보내줄게.” 아끼는 친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텐 중요하니까.(사례 C3)

(사례 D5)와 (사례 A1)도 조카의 양육에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경험을 “엄

마”라는 정체성과 연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사례 C2)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쓸 

경우와 자신의 역할을 비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언니보다도 본인이 

“더 엄마”임을 피력하고 있었다.

  

내가 언니네 아이들을 입양했잖아. 서류상으로. 꼭 그래서는 아닌데 난 이 아이들이 내 아이

들 같아. 물론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지. 난 이모일 뿐이지. 교복, 급식, 학원 이런 건 물론

이고, 선생이라 지원이 되니까. 내가 애들만 데리고 캐나다 캠핑도 가고 별거 다해도 생일이

나 이럴 때 애들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 엄마 챙기듯이 안한다고나 할까.(사례 D5)

조카가 중학교 입학할 때 내가 교복을 사줬거든. 뿌듯한거야. 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OO이 보내고 싶은 학원 있어도 못 보내면 나한테 말하라 했어. 내가 보내준다고. 나는 이모지

만 그런 점에선 엄마이기도 하지.(사례 A1)

돈도 안 받고 나처럼 애 잘 봐주는 사람 없을껄. 사람을 쓴다치면 천만금을 줘야 해. 우리 언

니만 몰라. 고마워는 하는데 내가 다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뭐. 정말 좋기도 하고. 

좋아서 하는거 맞아. 이쁘게 꾸며서 어린이집 데려가고 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니가 엄마

해라’ 그래. 진짜 내가 그럴까봐 그러는지 요즘엔 안그러드라. OO이 ‘어린이집에서는 내가 엄

만줄 안다’고 그래서 그런가?(사례 C2)

또한 경제적 기여 뿐만 아니라 모성 역할에 상응하는 행위를 구매함을 통해 스

스로 모성을 대행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출산의 경험이 없는 스스로를 모성이 

부재한 존재로 사유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었다. 

친구 애기들, 조카들 갓난쟁이였을 때부터 지금껏 커가는 과정에 선물사줘, 사고싶은거 사라

고 용돈 줘, 놀이공원 데리고 가, 여행도 가줘. 이정도면 되었지.(사례 D5) 

낳진 않았지만, 낳은 아이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성이 없는 건 아니지. 당연 아니지. 왜냐면 난 

낳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낳은 아이들을 아껴주고 잘 보살필 줄 알거든. 그러면서 위안이 되는 

거 같아.(사례 D4) 

구매할 수 있는 모성이 다양화됨과 동시에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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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대된다. 단순히 구매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주체의 다양화는 모

성 정체성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3. 위기 생산과 소비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위기는 곧 소비로 이어진다. 

‘위기’는 죄책감과 불행과 안전에 대한 위협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때의 소비는 

자신들의 경제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소비행위라기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아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소비가 되어간다.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없는 사

회의 위험요소들이 도처에서 생산되는 ‘위험 사회’ 속에서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소비’의 목록은 늘어가고 있다. 이 시대의 모성 역할자들은 불안해도 소비

하고, 미안해도 소비하고, 죄책감이 들면 더 소비하게 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양육 역할과 관련하여 건강은 더 이상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신

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개념이 포함된 의미로서의 건강을 뜻한다.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은 건강을 위해 안전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마련하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 의복, 유아용품 등과 보육시설의 안전, 등하교길 안

전,156) 폭력이나 상해로부터의 안전 등 건강을 위협할 만한 것으로 예상 되는 것들

을 포함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대혈 은행,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육아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상당하다. 안전 구매는 초기양육기의 경우

에 최고치를 시작으로 성장기 동안 이어진다. ‘위험 사회’로부터 받는 안전의 위협

을 사적구매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

상을 위한 보험준비를 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그니까 애가 성인이 돼서 인제 독립할 때 삼십 살 정도 됐을 때, 나중에 독립할 때 보험 하나

는 아이에게 만기시켜 보험을 주려고, 지금부터 그렇게 넣어주는 거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애기가 혹시 중간에라도 아프면 걔는, 우리나라가 뭐 요즘에 좋다곤 하

는데 건강, 건강보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애가 혹시라도 중간에 아프면 자기 스스로 보

험을 못 가입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평생, 백 살 이렇게 보장하니까 애기 때 엄마가 그

냥 만기시켜 줘버리면, 혹시라도 애가 인제 중간에, 그러니까 뭐, 고런, 그러니까, 애한테 나중

에 막 엄청 목매서 다 해줄 생각은 없는데 애가 나중에 기본적으로 인제 제일 리스크에 대한 

156) 초등학생들의 경우 등하교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알림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 아이가 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나올 때 문자가 전달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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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조금 지금부터 해줘야겠다 이런 개념이 되게 많이 있어. 보통은 오만원 정도? 난 십만

원. 이것저것 추가적인 걸 넣다보면은 이제 십만 원 정도 되고, 언제까지 넣느냐에 따라 돈은 

다른 거니까. 난 스물셋까지 넣는 거고, 하나는 애가 나중에 자기가 좀 더 길게 넣으려면 넣는 

건데, 일단은, 아, 내가, 애가 군대 가는 거하면, 삼십 살까지?(사례 B2)

보험은 상속세 같은 거, 증여세가 없으니까, 애 앞으로 해주고. 그리고 인제, 만약의 사태, 만

기시킨 다음에, 내 계획은 그래, 비싼 걸로 들은 이유는, 싼 걸로 들으면 인제 나중에 환급받

을 수 있는 액수가 작은데, 그니까 애가 만약에 스물 몇 살 삼십 살 됐는데 큰 이상이 없는데 

애도 돈을 벌어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애가 건강에도 이상이 없으면 자기도 들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애한테 유지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해지해서 인제 몇 천만 원의 목돈

의 그냥 생기니까, 그냥 인제 뭐, 복리 식으로 해서 돈을 혹시라도 인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사례 B2)

뿐만 아니라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인 영유아기의 경우, 일상적인 수

준에서의 위생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생관념의 수위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 

때문에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한다. 

어머니가 오셔서 OO이를 안으시는데 손도 안 씻고, “어머니 손 씻으셔야죠~” 그랬더니 어머

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집에서 씻고 왔지” 이러시는거야. 오는 길에 씻은 손 그대로 오지

도 않았을꺼면서. 내가 뭐 잘못했어? 결국 안씻으시더라구. 보는 내내 나도 화가 나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감기라도 걸리면 대신 아파줄 것도 아니면서. 다른 일은 내가 좀 오반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사례 B2)

유아를 위한 용품들, 세척소재, 세제, 물티슈, 기저귀, 음료, 음식, 등등이 따로 

있음을 물론이고, 모든 게 분리되어 있다. 손소독이 일상화되면서 병균을 옮길 우

려가 있는 일들은 ‘잘못된 행동’이 되었고, 몰상식한 행동이 되었다. 과거와 달리 

위생관념의 수위가 높아지고, 위생이 건강과 직결되면서 개개인의 위생관념의 근

소한 차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다.157)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모 사의 홈매니저 서비스, 산후도우미 서비스도 DPT예방접종을 하는 것

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홍보하고 있다.158) 

157) www.82cook.com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는 “손주 돌보기 싫을 때는 이렇게”라는 제목의 글이 많은 조

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내용은 행주로 입 닦아 주기, 씹어서 입에 넣어주기 

등 비 위생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몇 번만 하면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글이었다.   

158) 출처: www.interparkhomestory.com. 홍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DPT접종률 100% : DPT주사란 디프

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을 뜻하는 용어로, 전신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유럽 및 호주 등에서는 완전 접종률이 92%에 달하며, 대한 소아과학회와 대산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회도 백일해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접촉하는 병원의료진, 산후조리대상자 및 



- 265 -

또한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보육시설의 사건 사고들, 보육교사의 폭행이나 친환

경적이지 않은 시설, 그리고 아이 성추행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사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전체 부모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전체에 파장

을 일으킨다. 믿고 맡길 곳이 없다, 또는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자기 아이라도 

그럴까, 뭐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가 등등의 이야기를 만

들어 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담론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철회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적은 곳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처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

하는 곳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엄마인 나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모성 서비스”를 

찾게 되며, 모성을 구매하고 모성이 거래된다. 

약간 보육시설에서 횡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매체나 이런 데에서. 뭐 그런 방식

으로. 그러니까 되게, 인제, 보육시설의 횡포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일을 그렇게 맡기는 

거보다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훨씬 더,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쳐지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런 거 모르는 거지. 그냥 좋은 시설이니까 믿고 보내준 건데 엄

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저기 가서 배우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보낸 건데. 

본인이 다 가르칠 수 없잖아. 육아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

지 뭐, 놀이기구, 장난감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요. 그리고 인제 자기가 자신이 없고 못 하니까, 또 이제 전문적인 데다 맡기기도 하고. 이렇

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뭐 안 좋네 어쩌네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가 맡아야 되는데 이러면 웃

긴 거지. 엄마가 안 맡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꼭 그런 것처럼. 부모가 꼭 맡아야 되는 게 

아닌데. 부모가 맡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아닌데.(사례 B5)

또한 육아 공간의 위험은 집이라는 공간을 양육의 최적의 공간화 한다. 주양육

자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육아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친구가 OO파크는 사고배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동네아줌마보다 낫다고. 산후도우미부터 가사

도우미, 요리, 간호교육, 뷰티케어, 돈만 있으면 끌리지.(사례 B3)

끊임없이 위기가 생산되는 사회 속에서, 변화해 가는 성별분업의 테제는 과거의 

가족 등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파크 홈스토리 산후매니저님들은 신생아와 산모님의 건강

을 위해 DPT예방 접종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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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로 회귀한다.    

4. 소비주체로서의 모성

아이와 모성은 자본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상품화의 보고가 되었다. 한국사회에

서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소비의 주축이 되는 집단은 학생이었고, 다른 소비는 위축

되어도 절대 위축되지 않는 소비 아이템은 출산과 육아가 되었다. ‘자녀’, 혹은 ‘아

이’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매개체이며 모성은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

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엄마’들은 다채로워지는 ‘맘’시리즈를 만들어 

내며 진화하게 된다. 과거의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희생하고 투자하고, 아이만 바라

보고 아이의 성공을 곧 나의 성공으로 투사하며 아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투

자를 하며 살았었던 데에 비해 경제주체, 양육의 화신뿐만 아니라 소비주체, 자기

관리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맘”시리즈를 만들어 내며, 어머니 노릇의 목

록을 늘리고 있으며,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여자임을 부각하며 소비

를 부추긴다. 이 때, 자본주의적 상품가치가 없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맘’은 ‘맘’

으로 호명되지 않는다. 양육전문가로, 때로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 양육 규모에 맞

춘 합리적 ‘맘’으로, 재태크 전문가로, 그리고 엄마이면서도 ‘여자’인 엄마로 진화한

다. 먼저 양육전문가로서의 ‘맘’들은 사임당맘과 튜터맘, 헬리콥터맘, 싸커맘, 키위

맘, 에코맘, 그린맘, 알파맘, 베타맘, 시큐리티맘이다.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육자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워킹맘과 전업맘, 웨이

트리스맘, 맥스트아웃맘(maxed out mom), 월마트맘, 키티맘, 그리고 재테크전문

가로 변모한 맘프러너(Mompreneur), 모기지맘, 마지막으로 ‘맘(Mom)’이고 싶지 

않은 ‘맘(Mom)’들의 등장이다. 미스맘(Miss mom), 스키니맘, 엣지맘, 몸짱맘, 코

스메틱맘 등이 있다. 

자식을 위해 올인을 하건, 자기를 위해 올인을 하건 왜, 그니까는, 여성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

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는 거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을 맘이란 이름으로 

지칭하는 거 자체가 나는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얼짱이면 얼짱인 거고, 몸

짱이면 몸짱인 거지, 그걸 왜 뒤에다 맘을 붙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맘을 안 붙이

는 게 더 맞는 거 같기도 해. 그 여성은 그냥 그 여성대로 얼짱이고 몸짱이기 때문에.(사례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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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양육전문가로의 진화는 아이를 자본화하는 방식의 아이를 투자 밑천으

로 삼는 경우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먼저 양육전문가로서의 ‘맘’들은 사임당맘과 

튜터맘, 헬리콥터맘, 싸커맘, 키위맘, 에코맘, 그린맘, 알파맘, 베타맘, 시큐리티맘 

등이 있다. 이들은 아이의 교육과 건강, 안전을 책임지고자 집중적 모성을 행한다. 

이를 통해 대리만족, 자신의 이루지 못한 욕망의 투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

나 도구적인 아이 기르기의 과정이라기보다 자기만족적 아이 기르기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학원가를 꿰뚫어 어느 학원에 보내서 어떻게, 스케쥴을 다 짜 놓고 실어 나르고, 그 아이한테

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해. 만약에 아이가 행복해 한다고 해도, 그것도 참 아이한테도 불행

하고 나는 엄마, 엄마도 참 불행한 거 같아. 진짜 행복할까 의심스러워.(사례 D4) 

그니까 한쪽에, 양육에 너무 치중하는 엄마는, 잘못된 모성? 왜냐하면, 나중에 어쩔 거야? 애

를, 애가 과연 그걸 좋아할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자기 삶을 투자해서 애를 키

우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높을 거 같거든. 그 애가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애일 수도 있지만 아닌 애일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엄마는 기대치도 높아지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애가 되게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인제 그렇게까지 키웠어. 나중에 그 엄마는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애는 분명히 성장해서 대학만 지나도 혼자 스스로의 삶을 살려고 할텐데 그 엄마가 예를 들면 

그 후에 그 엄마의 그 공허함,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나는 그럴 확률

이 되게 높은 거 같고, 또 그 엄마들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면 남편하고 사이가, 되게 부부 관

계가 유지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한테. 애한테 있어서도 그 엄마가 부부가 

잘 지내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부부가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는 자체가, 교육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사례 B2)

어느 학원은 제일 좋다더라. 어디 무슨 교육은 몇 세에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다? 예를 

들면 완전 정말 박사급으로 쫙 꿰고 있는, 이런, 나는 그건 다 바보 같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리고,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애들이 대부분, 김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과연 김연아가, 은

행 업무는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려나 몰라, 자기 카드 만들고. 자기 통장은 만들어봤나 모르

겠어. ATM에서 돈은 뽑아봤나. 그렇게까지 안 하고 뭐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렇게까지 따라면서 엄마가 하면 애들이 그런 것에 참여할 기회가 훨씬 줄어들 거란 말이지. 

뭔가 좁게 밖에 볼 수 없을 거고. 분명히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가 만들어져서 뭐 나라에 

기여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 삶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김연아도, 엄마가, 얘가 피겨스

케이팅 그만 뒀는데 사십 오십까지 계속 매니저 한다고 따라 다니면, 따라 다니고, 그러면 되

게 싫을 거 같애, 스트레스 받고.(사례 B2) 

근데 그 엄마가, 갑자기 그니까, 내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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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몇 십 년 후에 애를 놔줄 수 있을까. 계속 관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그 

애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런 딴 생각할 여유도 없었겠지만, 그니까, 분명히 

애한테 그게 나는, 애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 그렇고, 되게, 서로, 물론 잘 된 케이스도 있겠

지만, 그렇게 잘 된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점에서는 서로 조

율할텐데 잘 조율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엄마도 후회하고 애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확률도 

높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런 엄마들을 보면 좀 바보 같고. 남편하고 잘 지내야 되는

데 남편하고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리고 그런 애들은 막, 엄마가 정해주고 받는, 조율해주는 

것만 받고 또 엄마한테 뭐만 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받고 이런 것도 안 좋고. 뭔가 참

여의 기회를 애한테 오히려 박탈하고, 애가 뭔가 갈등도 겪고, 뭔가 이겨내고 선택도 하고, 이

런 것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그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내는 것만큼 중요하지. 애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다닐까 고민해보고 어느 학원이 어느 선생님이 나한테 더 잘 맞을

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이, 여기는 좋으니까 여기를 가고, 그 다음

에 뭐 해. 너는 뭐 이걸 진짜 잘 하니까 이걸 해야 돼. 이러면 애는, 그니까, 인생에서 되게 소

중한 걸 뺏기고 있는 거지, 엄마한테. 그니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시간도 뺏기고 남편하고

의 그런 사랑도 없어지고 돈도 깎이고 자기 인생도 없어지고. 그건 바보 결정이 될…(사례 

B2)

애기를 낳을 때도, 낳아서도 생각한 느낌이지만, 안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니고 얘가 인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

고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인성 교육이니 뭐니 요즘 말하는 거, 그런 게 잘 돼야 되는데, 스펙

도 잘 쌓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뭐, 사임당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못 해주면 왠지 도태될 거 같고 애가 못 살 거 같고, 엄마 

노릇을 잘 못한 거 같고.(사례 B5)

또한 재테크전문가로 변모한 맘프러너(Mompreneur), 모기지맘이 존재하는 한

편에는 가난한 엄마들이 존재한다. 모성의 양극화이다. 바야흐로 가난뱅이의 전성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푸어”가 존재한다. 출산과 양육이 가계 

경제의 지출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베이비푸어는 출산으로 인해 가난해지는 것

을 일컫는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과 예산계획을 세우거

나 집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가난한 경우를 일컫는다. 그러나 집에 대한 계획을 갖

는 목적이 아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베이비푸어와 하우스푸어는 연결되어 

있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집을 아이 양육의 최적의 공간으로 만드는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집을 놀이공간과 교육공간화 하는 것이다. 아이가 숙면을 취하

고 걸음마를 잘 시작하게 하기 위해 조용한 침실을 만들고 매트를 깔고, 티비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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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 책장으로 벽을 채우고, 집에서 과학교육을 하고, 학령기 아이가 되면 밥상머

리교육을 하는 등 아이를 중심으로 공간이 기획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는 자녀의 사교육에 과잉 투자하는 에듀푸어라는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본인도 억대 연봉자였고, 남편도 억대 연봉자인 (사례 B2)는 “임신을 계획하면

서 일을 그만 두었을 뿐이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나 있었지만 현재 3세가 된 아

이를 키우는 나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나름 계획을 세우고, 시댁하고 마주보고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애 까지 있으면 간섭이 심해질 

것 같아서. 암튼 그 동네가 삼O동이라 비싸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계획으로 동네도 옮기고 

향후 계획을 잘 세운다고 세웠는데, 산후조리원이다 뭐다부터 시작되게 된게 그게… 그리고 

OO이 낳고 나서도 나름 꼭 필요한 것만 산거고. 근데 어느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바닥인 거

야. 경험을 처음으로 했어.(사례 B2)

(사례 B5)는 아이를 위해 집의 규모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혼자서 9세 아

이를 키우고 있는 (사례 B4)도 아이 때문에 “집 걱정”을 하게 되었다. 사는 공간의 

문제가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이다. 

  

나는 OO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OO이가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막 화내고 싫다했

어. 마당 있는 친구집에서 생파했는데 OO이가 장난감이 많으니까. 많다고 자랑했겠지. 다른

거 자랑할 것은 없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어린 녀석이 순진한거지. 애들

은 그 시절이 너네 집에 뭐 있어?, 뭐 있어? 막 물을 때야. 막 200개 있다고 하고. 암튼 한 번

도 데리고 온 적이 없지. OO이가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 많이 다녔지만. 붙임성이 좋아서 이

집 저집에서 맨날 맨날 놀러오라고 해서 스케쥴 조절까지 하던걸. 학원도 안다니니 OO이는 

시간이 많지. 집이 챙피해서는 아니고 좁아터진 공간에 바글거리는게 싫어서. 나도 요리하거

나 할 때 부엌이 좁아서 불편하고 싫거든. 나중에 더 큰집으로 이사하면 그 때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구슬리긴 했지. 아무튼 이 집이 싫어. 택배나 가스검침 오는 것도 싫고. 중학교 가면 

침대도 사주고 방도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고, 고등학교 가면, 그 때 쯤이면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사례 B5)

OO이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코딱지만한데 살건 어떻건, 반지하건, 지방이건. 근데 애가 있

다 보니까 집 걱정이 커. 막말로 난 괜찮은데, 애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

고. 아빠 없는 거, 다른 인성부분, 그런건 되는데, 설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구. 지금은 

그런 말은 안하지만,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 능력 밖인 부분이 있더라구.(사례 B4) 

우리사회에는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아줌마”가 존재하기도 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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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젠가부터 “아줌마”가 사라지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임신한 몸을 가진 사람들

은 물론 출산 이후의 몸도, 나이든 여성의 몸도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

야 하는 방식이 존재하게 되었다. 임신한 몸은 “티가 안 나거나, 임신해서 아름다

운 몸”이 되어야 하고, 섹시한 몸의 의미로 여자의 몸이어야 한다. 엄마이기만 하

면 되는게 아니라 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 존재(sexual being)로서의 모성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성들의 욕망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엄마

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들의 의식자체가 오로지 엄마로서의 삶만 

사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옛날처럼 꾸질꾸질하게”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

의 현재적 조건에 맞게 스스로를 꾸미는 센스를 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옛날처럼 누가 꾸질꾸질하게 있어. 아이를 낳고 키워도 자기 삶이 있고, 오로지 엄마로서의 

삶만 사는 게 아니야. 임신이후 양육시기에도 미스같고, 예쁘고 늘씬늘씬하고 가슴도 빵빵하

고, 성형을 하건, 뭘하건 오바는 아니지. 센스있게 잘 꾸미고. 엄마로서의 삶에 완전몰입은 안

하지.(사례 A3)

임부복 전문 브랜드들은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의류와 신발, 튼살 크

림, 수유복 등 임부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다. 예컨대, “누리맘”이라는 브랜드는 

“감각 있는 엄마들의 선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임산부들도 망가져서는 안 되며 

패션 감각과 센스를 유지해야하며 젊고 날씬해야함을 정형화한다. 임신한 여성의 

몸 역시 외모 관리의 대상이 되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임신 중에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임신한 여성의 몸은 자연화된다. 결과적으로 여성과 

임신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며, 평생에 걸쳐 임신하지 않는 여성의 몸은 정

상적인 생애궤도를 이탈한 존재로 사유된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입는 병원복도 ‘아

름다운 옷’처럼 변화하기도 한다.159) 또한 화장품, 의류 관련 기업의 TV 광고, 각

종 싸이트의 이벤트, 백화점 이벤트 등, 엄마와 딸이 함께 등장하는 광고, 또는 “엄

마도 로맨스가 필요해”나 “친구 같은 엄마와 딸 사진전” 등을 진행한다. 주로 중년

의 엄마들을 타겥으로 하는데, 로맨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꾸어야 하

고, 딸과 친구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주름을 펴고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 즉 생애

159) (사례 A3)가 방문한 병원의 병원복은 보통의 통치마인 것에 비해 튤립 모양의 원피스였다고 한다. 미적

인 부분을 신경 쓴 것도 있다. “임신한 여자들을 배려해서 불빛 조도를 은은하게 낮추고, 의사와 직접적으

로 대면하면 껄끄러울꺼 아냐. 덜 민망하게 커튼이 있고, 병원복도 색깔도 예쁘고 다리를 벌리면 튤립이 

이렇게 벌어져서 치마를 걷어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거지.”(사례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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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어느 때이건 여성스러움을 간직해야하고 ‘애기엄마’나 ‘아줌마’라는 무성적인 

존재가 아닌 ‘여자’로서의 외모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 생애에 걸쳐 여성성

을 강조하고 외모관리에 치중하게 하는 것의 이득은 고스란히 자본화된 시장의 몫

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 낳지 않은 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는 그런 엄마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아이를 낳았다고 애 낳고 퍼

진 몸, 아줌마의 몸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혹은 더 나은 

여자가 되어야 하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 

몸짱, 얼짱, 성형수술, 뭐든, 근데 그 여성의 그게, 그 여성의 선택이야. 선택에 의해서 나는 

몸짱이 되고 싶었고 얼짱이 되고 싶었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무 그거를 강압적

으로, 너는 엄마가 애를 낳었어도 너는 여성이기 때문에 몸짱이 되어야 해, 예전에 몸으로 다

시 되돌아가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주어져서 그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거 

같애. 근데 거의 그러한 추세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이미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보면서 계속 이 여성들도 로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분위가 그

렇게 되면은 여성들이 계속,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지? 그거는 그 여

성이 선택했다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경험의 지점일 거 같애. 그건 잘 모르겠어. 사회적인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회적인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게 됐다

면 참 불행한 일인 거 같애. (사례 D4)

몸을 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이와 출산여부

와 무관하게 섹시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맘(mom) 같지 

않은 맘(mom)들의 횡횡은 여성들이 생애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건, 어떤 선택을 하

건 무관하게 관리 통제되어야 하는 몸으로 여성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

고 있다.  

자기를 가꾸는 엄마는, 애한테, 좋다고 생각해. 그니까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그 엄마가 그거

에 몰두해서 막 애를 막, 보니까 밸리댄스 엄마 해가지고, 밸리댄스 학원에서 하루 내내 살아

가지고 애가 거기 옆에 있다 띵겨놓고. 뭐 그런 엄마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들도 엄

마가 늘씬하고 예쁘고 자기 관리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그리고 나도, 막 배 똘똘 나

오고, 막 퍼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한테, 그래도 된다고, 그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면 퍼

져 있어도 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니까 너무 막, 결벽증처럼 하면 안 되지만. 엄마

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보여질, 내 관리도 하고 너한테도 어느 정도는 너하고 삶

도 이 정도는 공유를 하고 그렇지만 엄마의 인생도 중요해. 너도 내 애지만, 그니까 우리 애 



- 272 -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너 자체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너 

자체로서의 삶도 있고, 엄마도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로서의 삶도 있고,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고, 나 개인으로서도 성공하는 엄마도 되고 싶고. 그니까 뭔가 하나에 너무 치

중하는 건 좋지 않지만 나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니까, 엄마로서 좀 잘 못하고 있다 이

렇게 생각해 나는.(사례 B2) 

그니까, 애들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누구 엄마가 예쁘고 누구 엄마가 안 예쁘고 누구 엄마가 

돼지고. 다, 그니까, 자기들끼리도 얘기한대. 누구 엄마는 예쁜데. 그니까 티비 어디 프로에 나

왔는데, 어떤 엄마가 되게 예쁘장하고 막 관리하는 엄마였는데, 아들이, 엄마, 그니까, 엄마 이

러면서, 엄마가 우리 유치원 나 데리러 올 때는 치마 입고 와 이랬대. 그리고 애하고 딱 가면, 

엄마 여깄어 하고 쪼르르 나오는데 하루 안 꾸미고 갔더니 애가 미적미적하면서, 아예 모른 

체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엄마가 뭐, 잘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멋지, 가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막 밥 이렇게 막 해줬

고 생일파티 차려줘도 그 엄마가 막 머리가 뭐 후줄그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싫다는 거지. 둘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사례 B2) 

제4절 모순적 경험으로서의 모성

실제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모성이라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었

다. 출산적 모성 내의 모순, 양육적 모성 내의 모순, 그리고 이 둘 간의 갈등과 긴

장뿐 아니라 이들 간의 분리 속에서 모성 실천을 둘러싼 불일치 경험들이 주로 모

순적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1. 지식과 경험사이의 모순

여성들의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경험을 통해 얻은 

생생한 지식이 되지 못하고 소위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게 되며, 자신의 경험을 

지식화 할 수 없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자신의 경험을 무화한다. 새로운 소외

노동이 되고 있다. 

책대로 안 돼. 그래도 젤 믿을만 한게 책인데. 나를 가만 보니 우리 엄마, 친정엄마가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시어머니는 말할것도 없고. 뭐를 먹여야 감기가 안걸린다는 둥, 기저귀는 

뗏냐는 둥. 스트레스 엄청받지. 책에 기다리면 된데. 애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봐

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도 안되는 것 투성이지. 위안도 안 돼. OO이를 애라고 생각 안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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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도 물어보고, 존중해주고, 항상 들어주고, 기다려줘. 근데 나만 힘든가? OO이만 이러나? 싶

은거야. 책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거만 받아들이겠지만. 책에 없는 것들도 많고 커뮤니티 이

런데 물어보면 꼭 나같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결론은 애들은 다 다르다는거야. 어쩌라고. 내

가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잘하고 있나 싶어. 하나도 모르겠어. 줏대가 없어졌어. 

소신이.(사례 B2) 

동생네 애기가 이제 돌 막 지났어. 임신했을 때부터도 그렇고, 애기 낳는거, 낳고 나서도, 지

금도, OO이는 다 커서 한국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이(중학교 2학년) 잖아. 중2병. 엇나갈까봐 

내버려 두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은 살짝 내려놨어도 동생네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아가를 돌봐주고 있지. [동생이] 물어보기는 잘 물어봐. 근데 결

국은 책대로 해. 나 키울 때하고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애들 

크는게 성장단계에 따라 특성, 발달 특성들이 있으니까.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 듣는 것 같

아. 근데 책이나 의사한테 밀려. 지금은 뭐 말해주기가 겁나. 싫어. 결국 책 찾아보고 의사선

생 찾아갈꺼를 뭐 하러 입 아프게, 감정이나 상하고, 뭐 하러 말해. OO이가 천사아기여서 그

렇대. 자기 애는 예민하고. 내가 해주는 얘기들이 잔소리라는 거지.(사례 B5)

어느 순간 보니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게 마음이 편하긴 하지. 괜히 

내 생각대로 했다가, OO이 키울 때 생각하면서 했다가 욕이나 먹지. 애써서 해주고 욕먹는데 

뭐. 내 생각 없이 그냥 말한 대로 해. 일부러 물어봐. “어떻게 할까?”하고. 세상이 달라졌으니

까 생각하다가도 어떨 땐 내가 아무 생각 없는 로봇도 아니고 시킨 대로만 하는... 뭐하고 있

나 싶지.(사례 B5)

2. 분노와 불안의 증폭과 모성

화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애 앞에서 화를 내면 안된데. 나중에 더 크게 화를 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가 말을 안듣는다는 거지. OO이 어렸을 땐 그래도 화 안내고 야단칠 일은 야단치고. 

그게 됐어. 근데 중학교 가고. 속터져. 화도 내. 이제 애기도 아니고. 알아들을 때가 됐고, 화

내는 것도 이애할 수 있을 것같고. 그냥 맘편할려고 하는 생각이야. 어쨌든 풀 데가 필요해. 

안그럼 폭발할거 같아. [내가] 가출할지도 몰라.(사례 B5)

화를 내면 안 된데. 화가 안나니? 자기들도 다 그렇게 못했으면서 나보고는 성인군자가 되라

하니 원.(사례 B4)  

가만 보니까, 혼자 아이와 단 둘이 있는 것을 불안해 하더라고. 평일에 아프거나 해서 어린이

집 안가거나 늦게 가게 되면 병원에라도 가게 되는거야. 그냥 감기여도. 쫌 심하다 그러면 큰

병원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봐야 되고.(사례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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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하고 같이 있어도 불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고.(사례 B2)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아.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기껏 애지중지 키워도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런 일 안생기기만 바라고 있는 거지. 내가 걱정이 많은 스타일

인 것 같긴 한데, 어떨 땐 수학여행 이런 것도 안보내고 나랑 같이 놀러갔으면 좋겠어. 내가 

같이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 생길까 불안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애기였을 때는 아

프면 불안했는데 이제 크니까 사고 당할까 불안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 불안이 계속 

증폭되니까 지옥같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거야. 안되겠더라구.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

고. 할만큼 하고 포기하는거지. ‘그건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면서.(사례 B5) 

3. 갈등이 아닌 모순

면접 사례들 중 A그룹은 주로 출산적 모성을 중심으로 모순을 경험하고 있었으

며, B그룹은 양육적 모성을 중심으로 실제 양육의 경험이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

음을 인식하였다. C와 D그룹은 A와 B 그룹이 모순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자명한 

일임을 간파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 남편이 안 낳아도 된다하면 

꼭 낳고 싶은 것도 아냐. 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없어도 될 것 같고.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임신한 모습도 상상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지만. 애기 낳을 때 엄청 아프다는데 낳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낳아야지 생각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안 낳아도 그만이야. 

안 생기면 더 좋고. 근데 이건 비밀이야.(사례 A1)

이 세상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 내가 낳아서 아이들 수를 늘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그렇

게 따지면 내가 더 필요한 아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아이, 아프고 힘든 아이를 입양했어야 

하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 얼마나 건강한 아이일지, 생모가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건강히 잘 

키웠을지 그거부터 생각했고, 그게 입양을 결정하게 된 큰 이유였다는 거지. 모순된 거지.(사

례 A4)

또 일을 계속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계속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갖고 싶다거나, 아이를 싫어하는데 아

이를 낳고 싶다거나,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 낳는 경험을 하고 싶다거나, 불임시

술을 받으며 힘들지만 입양은 싫다거나 하는 상황을 모순으로 인식한다. 

난 취업준비생 같아. OO이는 하루하루 쑥쑥 크는게 보이는데, 또 지금은 내가 필요한 시기니

까 이러는거야. 그러면서도 난 멈춰있고, 때가 돼서 직장생활을 다시 하건, 창업을 하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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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을 찾겠지. 언젠가는. 근데 직장 생활하는 것 보다 지금이 훨씬 편하고 좋아. 애 키

우는게 짜증날 때도 많고 미쳐버릴지경일 때도 있고 해도.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그

런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점점 사회로 복귀하는 타이밍이 늦춰지고 있어.(사례 B2) 

OO이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엄마가 봐주시니까, 안 봐주시면 맡기면 되고, (OO이가) 아직 어

리긴 하지만 일하러 나와서 뭐하러 걱정해. 보고 싶은 마음 꽁꽁 싸매서 집에 가서 자는 얼굴 

보면 돼. 안자면 눈도장 찍고 놀아주고.(사례 B1)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현재 전업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례 B2)도 자신이 직

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아이가 아플 때, “심심해 하지는 않았겠지만”,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아마 병원에 보내 놓고 일하고 있었겠지”라며 일과 양육 사이의 갈

등을 예견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한테 매달려 있

어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고” “놀러 갈 수도 

없고, 돌아다니질 못하니” 심심하다는 의미이다. 

아이가 아프면 마음은 아프지만 심심해 죽어.(사례 B2)  

일가정 양립갈등, 고민이라 하는데 일과 가정을 둘 다 내가 주로 케어해야한다기 보다 일과 

모성, 나와 모성 갈등인거 같아. 일은 내가 선택한 것이어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고, 내가 더 중요하니까. 문제는 애를 어떻게 돌보느냔데, 내가 일 포기하고 애만 키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다만 사회에서 떠들어 대니깐. 내가 애한테 너무 신경을 

안쓰나? 난 엄마 자질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거지. 회사에 오면 얼마나 편한

데. 애로부터 해방이야. ‘온전한 나’인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얘기에 신경 안써야 되는데 모순

이야.(사례 A4)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점은 모성 “갈등”이 아니라 모성 “모순”이라는 점

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포용력을 갖게 하며 상징적 

자원이 된다. 그러나 경쟁적 모성은 다른 이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

게 하고 있다. (사례 B1)은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기까지 자신의 변화된 몸의 상태

를 탐탁지 않아 했었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신분에 줄곧 “불행해졌

다”는 표현을 썼다. “오빠[남편] 분신 만들어주느라 왕 불행해 졌어”라며 자신의 

“자유와 행복은 끝”이라고 했었다. (사례 B1)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돌잔치를 치

르고 얼아 안 있어서 즈음이었다. (사례 B1)은 그동안 밀린 말을 하듯 만나자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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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내가 불행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행복을 달고 살기로 

했어.”라며 사뭇 달라진 마음의 상태를 보였다. 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재미와 보람

이 있으려니 기대하며 “OO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가보다!”했더니 예상 밖의 이

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경쟁적 모성의 한 단면으로 스스로가 내세울 자

원이 없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머 안됐다, 힘들겠다, 이러면서도 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모순이야.(사례 B1)

친구들끼리 모이면, 난 되게 착한 사람인데, 자랑도 잘 안하고. 근데 너무 착하게 살았나봐. 

바보같이. 요즘 들어 안 좋은 말을 종종 들어. 지들이 행복한 일들이 없는거지. 인생이 불행한

거지. 자식 키우느라고 일도 안해봐, 남편 바람피워, 그렇다고 자기를 가꾸기를 했어? 내가 부

러운가봐.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비꼰다 그래야 하나? 비꼬드라고. 내세울게 없는 사람들이 

그래.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나도 요즘엔 그래. 내가 그동안 안 그랬지만 이제 거칠게 없어. 

애들 다 컷겠다. 뭐. 나도 아픈데 같이 찔러주지.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속이 다 시원해. 속

으로 “쌤통이다” 그래.(사례 B7)

내가 애 없이 우리 둘만 재미있게 잘 살자고 했던 케이스이긴 하지만 벌써 15년이 지났잖아. 

OO이 요것이 공부도 안하고, 나중에 뭐가 될라고, 프로게이머가 될 것도 아니면서 게임만 하

고. (한숨) 애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 난 돌이킬 수 없이 되었지만. 근데 나만 부

러우면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 사실 부럽지 않아. 애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애는 

똑똑하게 잘크고 성공할 것 같지? 다 연금 보게 되어 있어.160) 어떤 식으로든.(사례 B5)

4. 동질감과 이질감이 공존하는 모성

자녀의 월령이나 학령에 따라 주양육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는 아이의 

성장 발달의 특성에 따른 고민과 갈등, 양육 내용의 동질성에 기반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내부의 분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전업주부와 워킹맘 사이의 분화

이다.  

전업주부들이 특히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워킹맘을 되게 비난해. 애들 잘 케어 안한다고. 워킹

맘 애들은 아무래도 인성이나 식습관, 성격, 하고다니는 거 이런거 티가 난다면서 여러사람 

손 탄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친한 사람들 보면 전업맘은 전업맘끼

리... 워킹맘은 자기네들끼리 안하고 전업맘하고 친구할라고 그러고.(사례 B2)

160) 맥락상 ‘뜨거운 맛을 보게 되어 있어’의 의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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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가 죄인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면서 끼고 있는 것이 죄인인 세상이다.(사례 B4)

경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워킹맘과 전업주부로 구분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양육경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둘 간의 감정

의 골이 발견된다. 또한 두 집단 간 구분의 불명확함이 존재하며, 두 집단 간의 긴

장은 일과 양육 사이의 갈등 유무, 직장 유무보다는 양육의 질을 따지는 구분으로 

유효하며, 각자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교전략을 취하였다.  

요즘 워킹맘 전업맘, 워킹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워킹맘이 전업맘보다 일하랴 애 키우랴 배

로 힘들다는 얘기들을 해. 난 화가나. 힘들면 다 힘들지, 누구는 덜 힘들고 더 힘들고가 어딨

어.(사례 B1)

동서가 직장맘, 직장맘 하는게 너무 짜증나. 힘들면 다 힘들지 왜 더 힘들어? 그렇게 따지면 

덜 힘들지. 명분이라도 있잖아. 면죄부.(사례 B2)   

나는 내가 지금껏 계속 일하면서도 차라리 잠을 줄이지 애들한테 소홀하지 않았어. 먹는거, 

하고 싶은거 시키는거, 난 인터넷으로 정보검색 다 해보고, 서점에도 직접가고, 필요한데 있으

면 먼저 찾아가보고 알아봐주고, 애들한테 정보를 주는거지. “OO아 니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알아보니 이러이러 해. 어떻게 할래?” 이러고, 시험있으면 여기저기 검색해서 3

년간 모의고사 문제 쫙 다 뽑아주고.(사례 B6) 

내가 아무리 착 착 했다고 해도, 나름 고생한거지. 근데 이걸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하이애나같은. 애써 얻은 정본데 그냥 주나? 안주지. 싫어.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하고 웃으면서 넘기지. 절대 안주지. 근데 속으로는 화딱지가 나. 어디서 감히. 괘

씸해.(사례 B6)

직장을 몇 번 옮기기는 했으나 대학 졸업 직후부터 쭉 15년차 정규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례 D3)는 직장 내에서 여성들 간의 불통,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상

황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적이 여자라는 말 있잖아. 나 사실 그말 싫어하거든. 근데 회사에 있다보면 딱 들어맞

아. 예나 지금이나. 짜증. 끼리끼리 친하면서도 가만 보면 서로를 되게 깍아 내려. 자기 애들, 

자기 뭐, 이런거 자랑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깍아 내리는 추센거 같아. 지적질하고, 

비교하고. 말은 ‘어머 자기는 뭐해서 좋겠다’ 하는데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아. 왜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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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칭찬이 아니거든. ‘그래도’가 앞에 붙거든. 남편, 애들, 생긴 거, 성적, 다 비교를 한다는 

거지. 왜들 그러는지. 그냥 자기만 얘기 하면 안돼? 심지어 나한테도 그래. “자긴 애도 없고 

좋겠다” “무자식이 상팔자래잖아”, 기껏 자기 자식 자랑 해 놓고. 애가 아프다는 둥 뭐 김밥싸

야 한다는 둥, 지각하고 그러면서. 그런거 무마 시킬려고 하는 얘기야. 무혈 전쟁. 칼만 안들

었지 권력싸움이야. 기싸움인가? 다 꼴보기 싫어.(사례 D3)

내가 객관적일 수 있는 이유는 애가 없어서인 것 같아. 내가 결혼도, 애도, 계획 없다는 걸 알

거든. 나를 공격하지는 않지. 공격할 껀덕지가 없으니까. 하긴 옛날엔 ‘D3씨도 애기 낳아보면 

달라질껄요’ 그러긴 하더라. 지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면 알꺼라나? 난 예나 지금이나 평범, 

완전 평범, 평범 그 자체로 살고 있고, 아무튼 지금은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 그런지 그런 얘긴 

안 들어. 근데, 아니, 자기들끼리는 결혼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키워보고, 그럼 알꺼 다 아는 

사람들이 왜 으르렁대? 서로? 부장이 자기는 애 소풍간다고 도시락 싸야 해서 반차쓰고, 여차

하면 또 애 핑계로 쓸꺼 다 써, 쓰면서, 팀장이 육아휴직 쓰는데, 애를 11월에 낳았어. 우리가 

연말에, 뭐 다들 그렇겠지만, 되게 바쁘거든. 아르바이트 쓰면 되잖아. 근데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애 낳다는거야. 헐... 팀장 없는 동안 내내. 결국 1월에 복귀했잖아.(사례 D3) 

학부모가 그러는거야. 누구네랑은 같이 팀 짜주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지. 그 

엄마 무임승차 한다 그러더라고. 같이 그룹 지어 봤는데 별 도움이 안됐다고. 가끔 와서 찻값

도 낸다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퉁하면 안된데. 품판거 보상이 안된다고. 비용 때문

에 팀짜는 거긴 한데, 그럴 바엔 혼자 하는게 더 낫데. 내가 깜놀했잖아.(사례 D1) 

제5절 소결 

모성 정체성은 여성 정체성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다양화 되고 있

다. 즉 다양한 ‘어머니 됨’이 존재한다. 또한 모성개념은 개인 주체 안에서도 개인

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애기획되고 있으며 유동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2000년대를 지나고 있는 현재 모성은 기존의 모성적 속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모성의 버거움과 과부하를 숨기지 않았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기쁨

과 어머니들의 아이에 거는 기대, 아이에 헌신하는 어머니에 대한 언설들과 출산의

지와 모성이 있는 존재로의 표명은 관계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화되었다. 

1절에서는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주관적 해석 변화를 포착하

고, 모성정체성이 임신‧출산과 양육경험에 국한하여 형성된다기보다 출산과 양육 

경험의 전후 시기에도, 실제 경험의 안팎에서 생애 전체를 관통하며 기획되는 측면

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억압을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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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의 행위 이면에 전략적 의도가 있음을 포착하고 스스

로를 모성적 존재로 가시화하는 전략과 자신들의 모성실천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통해 모성정체성을 형성‧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자 하였다. 3절에서는 모성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상품화된 모성을 구매하는 경험이 다양해지며 소비 주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모성 소비의 경험이 스스로를 모성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측

면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4절에서는 실제 여성들의 경험세계에서 모성이라는 

것이 모순으로 경험되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자 하였다. 

모성 인식의 변화를 포함한 개인주체의 변화가 말해주는 다양한 모성적 속성을 

살피고, 말해진 모성의 이면의 목소리와 말해지지 않은 목소리의 비가시성을 탐색

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모성서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모성

의 버거움과 이상화된 모성에 대한 경험의 실제를 폭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성 관념에 근거해서 모성이 없는 것으로 사유되던 대상들에 대한 예측이 실재와 

간극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주로 출산을 의미하는데, 출산을 통한 모성 실천을 하

지 않는 이들이 여성성이 부족하거나 모성이 부재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나이 들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반박되었고, 오히려 생물학적 출산자 어머니 모성의 

균열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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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여성의 모성 인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

하고 있으며, 변화의 중심에는 출산율의 저하가 있다. 출산율 저하 경향은 우리사

회의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 변화와, 과거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 혼인, 출산과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에게 특히 단일하고 동일한 흐름이 예

견 되었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생애 압도적 경험 축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

성들의 모성과 출산을 둘러싼 행위자로서의 경험과 선택, 결정 차원이 변화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거나, 결혼은 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

거나,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자신이 

출산 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 테크놀로지를 통해 출산과 모성을 경험하거

나 하는 등의 모성과 출산을 둘러싼 경험의 폭과 깊이가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해

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생물학적 출산을 한 여성만이 모성을 갖는가, 모성갈

등을 겪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현

재 한국 사회에는 여성들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내 위치가 등장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 여성,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

는 여성 등 여성 삶의 모습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관, 자녀

관, 직업관 등의 변화라기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바로 모성 인식의 변화이다. 

사회의 변화가 모성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전제 아래,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의 일

상에 편재되는 변화의 흐름과 저출산·고령사회화라는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모성이 사유되는 방식의 변화와 변화된 모성 인식의 특

성을 여성 경험세계의 제 측면을 통해 고찰하였다. 

오랫동안 여성은 모성과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 위치지어 졌으며, ‘모성(母性)’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어머니 됨’의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때

의 ‘어머니’는 출산 행위를 통한 자로 한정된다. 한국사회 여성주의 논의에서 모성

에 대한 접근은 사회의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가 교차하는 전략적 지점으로서 어

머니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가 사회‧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

였다. 모성(motherhood) 개념은 생물학적 임신‧출산으로서의 모성(maternity)과 

양육적 실천으로서의 모성(mothering)의 단순한 합이라기보다 여성 삶의 전 영역

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험으로서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경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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팎에서 형성된다. 모성 개념은 이러한 세 측면이 사회의 제도적․담론적 환경과 상

호작용하며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성의 생물학적 측면과 양육적 측면 각각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모성개념의 형성과

정을 살피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여성을 출산하는 어머니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당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 주체의 행위성을 부각할 수 있고, 사회의 정치‧경제‧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모성개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성 개념의 변화의 결을 살리기 위해 출산적 모성개념과 

양육적 모성 개념을 구분하여 모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각각의 개념에

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모성을 둘

러싼 의미망과 경험세계의 이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모성 개념의 한국적 특수성과 변화의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출산적 모성 개념

을 강화하는 문화적 현상과 다양한 모성주체를 소비주체화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양

육적 모성을 강화하는 문화적 현상을 주목하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개인에

게 이러한 문화적 현상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모성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자 어머니에 국한되지 않게 사례를 구성하였고, 심층면접

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경험한 모성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변화하

는 모성 개념의 현재성을 포착하고 모성주체의 다변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방

법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한국 여성의 모성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

다. 모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여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신의 생물

학적 조건을 주체적으로 사유하며 삶의 시기마다 모성 개념을 적극 적용하며 생애

기획을 하였다. 즉, 결혼을 비롯한 가족구성행위와, 임신, 출산, 피임, 낙태, 불임, 

입양 등 출산적 모성의 조건, 양육적 모성의 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합리적으

로 해석하며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였다. 가족구성행위의 다양화와 잠재적 모성 개

념의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주체의 변화와 양육적 모성의 자본화를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체의 모성 개념은 형성되고 있다. 한국 사회 여

성은 모성개념 중 생물학적 모성의 기반이 약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성의 속성이 더 이상 생물학적 속성에 지배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회로 변

화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또한 사회의 모성규범을 내면화하며 모성개념과 실재 사

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 존재해 온 이들이며 모성규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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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밖에서 형성된다. 이들은 본인의 생물학적 조건과 자원의 규모에 따른 자기관리 

주체로서 여성성과 연루되지 않고 모성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한 주체이며, 생물학

적 속성보다는 양육적 속성을 중심으로 모성을 사유하는 주체이고 모성을 본능과 

분리하여 실천하는 주체이다. 

생애 기획으로서 모성을 사유하는 주체는 젠더 역할과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 

속에 위치하면서도 한국적 가족주의와 출산장려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

해 젠더 역할의 목록을 늘리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성은 소비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주의의 전략의 지점이 되고 있다. 진화하는 모성 시장을 통해 모성의 자

본화, 의료화, 과학화가 촉진되고, 소비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물학적 

어머니 외 다른 주체들을 양육주체화 한다. 또한  ‘위기’를 생산하고 ‘소비’를 부추

기는 과정은 위기에 대한 소비를 모성주체에게 고스란히 전가하였다. 생물학적 출

산자에 국한되지 않는 모성경험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모성적 윤리의 사

회적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 있으나, 결국 생애기획으로서 모성개념을 사유하는 여

성주체는 자본주의가 구축한 모성 시장의 질서를 따르고 있으며, 모성 소비를 극대

화하는 방식으로 모성양극화를 심화한다.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모성인식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을 경험하며 모성규범의 경계 안팎에서 형성되지만 모성의 자본화

와 양극화를 촉진한다. 

본 논문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성 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성 주체의 입장에서 검토한 것으로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모성개념을 구성․재구성 하고 있는 양상을 가시화하였다. 모성개

념의 인식에 출산적 모성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양육적 모성 환경의 구축이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바, 모성개념이 사회통합을 장려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는 여성의 생애를 관통하는 화두로서 모성개념을 사유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러

한 점에서 모성의 사회 보살핌 윤리화를 꾀하고 모성의 외연을 확장한 의미가 있

다. 이러한 작업은 생물학적 속성에 구애받지 않고 모성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가

능한 여성주체의 형성과 자본의 논리에 모성 기획의 주도권을 내어 준 것 처럼 보

이는 양상 역시도 여성주체의 생애기획의 일부로 보는 것으로 자본화된 모성의 여

성주의적 전유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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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일상에 편재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 한국사회의 모성 개념과 모성 

역할의 주체는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사회의 극복’이라는 국

가적 명분 아래, 기존 모성개념의 근간이 되어 온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가 출산

장려주의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모성 개념의 변화와 모성 역할 주체의 다변화

는 비가시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변화’가 아닌 ‘문제적 집단’의 

등장이며, 국가 발전의 ‘위기’로 인식되며 “위기담론”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존의 출산적 모성 개념은 ‘애국’으로 장려되며, 명분과 정상성을 획

득하였고 강고함을 유지하며 ‘경계’를 구축해 왔다. 기존의 ‘찬양되는 모성’ 이외의 

모성적 속성과 ‘정상 가족’ 밖 모성 역할은 “경계 밖 모성”으로 편재되었다. 

페미니즘이 모성이 본능이 아닌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이론화 해 온 역사 

속에서도 “무엇이 모성인가? 누가 어머니인가?”는 오랜 시간 질문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 어머니 모성은 당위로 유지되며 어머니노릇의 목록을 확대하였다. 어머

니가 혼자서 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아닌 이들의 어머니 노릇도 가능

해진 사회에서 모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유동하는 전략적 지점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에 포섭하는 신자유주의는 모성을 자본화하였고, 모성을 경험하

는 개인을 합리적 선택의 주체로 호명하였다. 변화된 모성개념과 다양화된 주체에 

의해 행해지는 모성역할의 지속적인 접점에서는 모성의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진

다. 한국사회의 모성주체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영향 하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모성

주체로 본다. 아이와 모성은 자본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상품화의 보고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소비의 주축이 되는 집단은 학생이었고, 다른 

소비는 위축되어도 절대 위축되지 않는 소비 아이템은 출산과 육아가 되었다. ‘자

녀’, 혹은 ‘아이’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매개체이며 모성은 이윤을 창

출하는 시장이 되었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의 일상에 편재된 IMF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

고령사회화라는 인구구조의 변동과 맞물리면서 출산장려주의를 표방하게 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모성이 사유되는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모성주체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모성개념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임신‧출산‧수유 경험을 

통한 출산적 모성 개념의 기반이 약화되는 변화를 탐색하였다. 또한 그간의 모성을 

둘러싼 의미망과 경험세계의 비가시화 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비가시성의 담론

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가 형성되는 지형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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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수성과 변화의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생물학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

하는 출산장려주의와 다양한 모성주체를 호명하는 것이 가능한 신자유주의를 중심

축으로, 변화하는 모성 개념의 현재성을 포착하고 모성주체의 다변화 과정을 심층

면접과 담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계 밖”은 말해진 모성의 경계 밖이기도 하

고 출산자 어머니 모성의 경계 밖이기도 하다. 따라서 출산자 어머니에 국한되지 

않도록 사례 구성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모든 여성은 생애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존재로, 잠재적 어머니 담론이 강력한 

한국사회에서 생물학적 어머니는 좋은 엄마가 되는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생

물학적 출산자 어머니에게 우월한 위치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어머니

가 되지 않는 현상으로서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생물학적 출산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머니 위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성장발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생

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출산을 독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오히려 

임신․출산하는 출산적 모성 중심에서 양육적 모성으로의 초점 이동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생물학적 어머니만이 할 수 있었던 태교와 모유수유 같은 모성의 기능들이 

혼자의 힘이 아닌 조력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영아기의 엄마 존재의 중요성 

역시 다른 양육자에 의해 대행 되어도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않는 사회적 현실이 개인 주체의 경험 속에 자리하게 되었고, 임신

과 출산, 양육의 과정, 즉 모성의 발현이 ‘찬양’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족구성 행

위가 다양해짐은 물론 생애 기획에 임신, 출산, 양육이 매개되는 방식은 더욱 다변

화되었다. 이는 생물학적 어머니 됨이 모성의 핵심적 조건이었던 기존 모성개념의 

변화를 의미하며, 개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였고,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사이의 긴장과 경계를 형성하였다.   

한국사회가 전제하고 있는 지배적 모성개념은 출산적 모성, 즉 임신과 출산 경

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화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는 출산을 전제로 한 모성 개념의 형성을 사회․문화

적․제도적 환경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여성이 출산자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을 예정한 잠재적 어머니 담론을 강화하며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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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온존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여성

의 경험세계의 차원에서는 사회가 전제하는 모성을 “그런 모성”, 혹은 “일반적인 

모성”으로 구분하며 자신의 모성 인식을 임신과 출산의 경험 안팎에서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지배적 모성개념의 근간인 여성성과 모성의 관계, 그리고 출

산을 통한 여성의 진정성 확보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출산과 무관한 모

성 인식이 가능하며 모성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다층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즉 출산적 모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개인화, 출산의 의료화 도구화,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 주체의 주체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개인의 삶

의 맥락에서 협상, 기획의 자원이 되며 출산적 모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출산을 통

해 어머니(Being Mother)인 것이 아니라 출산적 모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누구나 

어머니 되기(Becoming Mother)가 가능하다.

한국사회의 모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몸의 경험을 시작으로 출산적 

모성개념이 주가 되어 구성 되어 왔으나 양육적 모성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간 출산적 모성개념의 압도적 위치를 지지해 온 모성

의 생물학적 기반이 탈각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비출산적 모성의 발현이 이루어졌

다. 예컨대, 임신․출산한 몸의 경험을 지우고, 생물학적 출산자로서 자신을 정체화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나며, 임신․출산 행위는 자신의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여기에는 변화된 성역할태도 요구를 비롯하여 출산

의 대가가 거래되기도 하였다. 또한 양육적 모성 또는 비출산적 모성의 발현과 관

련하여 일과 모성의 긴장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도 모성을 구매, 대행, 위임 가능한 

것으로 사유하고 있었으며 전일제 엄마 되기를 거부하였다.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죄책감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엄마가 행복

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논리를 적극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를 통제하고자 하

는 욕구, 아이의 양육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자기를 위한 투자와 아이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었다. 출산적 모성과 비출산적 모성 사이의 엄마

노릇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엄마로 호명되지 않는 엄마들의 엄마노릇

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암묵적으로 비가시화 해 온 맥락을 

갖는다. 한국사회의 모성담론은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를 근간에 두고 구축되었으며, 생물

학적 어머니가 아닌 이들의 어머니 역할은 비모성(not-mother)으로, 부적절한 모성일 뿐

만 아니라 모성이 아닌 것으로 담론화 해 온 역사적 과정이 발견되었다. 또한 현재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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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모성개념을 은폐하는 또 다른 조건은 “위기 담론”의 구성으로 주체의 변화

를 ‘문제 집단’으로 호명하거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호명하는 방식에 있

었다.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 사이에 형성된 경계는 횡단되었고, 모성개념과 

모성역할 주체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모성의 신비는 점점 사라지는 대신 다양한 모성적 속성

이 발견되고 있다. 기존의 모성적 속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모성의 버거움과 과

부하를 숨기지 않았다. 모성의 신비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경이로움과 출산

의 기쁨과 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임신․출산의 경험

이 경이롭지만은 않으며, 임신․출산 과정의 의료화에 의해 지식화되고 탈신비화되

고 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기쁨과 어머니들의 아이에 거는 기대, 

아이에 헌신하는 어머니에 대한 언설들과 출산의지와 모성이 있는 존재로의 표명

은 관계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화되었다.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성은 

과거의 “비정한 모성”에서 “과도한 모성”으로 변모하였다. “비정한 모성”은 생물

학적 속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과도한 모성”은 양육적 속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사

유된다. 

신자유주의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중심주의는 ‘모성’을 자본화, 상품화하

기에 이르렀으며, 출산적 모성뿐만 아니라 양육적 모성, 모성성이 거래된다. 출산

적 모성은 의료화 과학화되고 양육적 모성은 위임, 대행, 거래 된다. 모성 시장을 

진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이중전략은 위기를 생산하고 소비

를 부추긴다. 또한 모성 소비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생물학적 출산자 외 아버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도 한다. 엄마이기도 하면서 경제주체가 되

는 방식의 “맘(mom)”들을 생산해 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는 엄마는 

“맘”으로 호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변화된 모성개

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성 주체’가 등장하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이를 가속

화한다.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가족구성행위의 다양화와 잠

재적 모성 개념의 변화를 포함한 개인주체의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모성의 자본화를 경험하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질서와 국가의 출산장려주의, 두 

축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는 생물학적 모성 기반의 

탈각 속에서 모성의 속성이 더 이상 생물학적 속성에 지배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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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변화 속에서 형성되었다. 또한 사회의 모성규범을 내면화하며 모성개념과 

실재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 존재해 온 이들이며 모성규

범의 경계 밖에서 형성된다. 이들은 본인의 생물학적 조건과 자원의 규모에 따른 

자기관리 주체로서 여성성과 연루되지 않고 모성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한 주체이

며, 생물학적 속성보다는 양육적 속성을 중심으로 모성을 사유하는 주체이고 모성

을 본능과 분리하는 주체이다. 

이미 시작된 변화를 묵과해 온 결과로 존재하는 ‘새로 생성된’ 모성주체는 젠더 

역할과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 속에 위치하면서도 한국적 가족주의와 출산장려주

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젠더 역할의 목록을 늘리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성은 소비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주의의 전략의 지점이 되고 있다. 진화하

는 모성 시장을 통해 모성의 자본화, 의료화, 과학화가 촉진되고, 소비주체를 확대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물학적 어머니 외 다른 주체들을 양육주체화 한다. 또한  

‘위기’를 생산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과정은 위기에 대한 소비를 모성주체에게 고

스란히 전가하였다. 생물학적 출산자에 국한되지 않는 모성경험의 가능성이 증가

하고 이를 통해 모성적 윤리의 사회적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 있으나, 결국 신자유

주의적 모성주체는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모성 시장의 질서를 따르고 있으며, 모성 

소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모성양극화를 심화한다.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는 기존의 모성 경계 안팎에서 형성되지만 모성의 자본화와 양극화를 촉

진한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의 형성 맥락에 대한 검토로 신자유주의

적 모성주체가 형성되는 맥락의 비가시성과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의 모성적 속성

을 중심으로 모성개념의 변화양상과 그 특성을 가시화하였다. 모성의 사회 보살핌 

윤리화를 꾀하고 모성의 외연을 확장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재의 모성주체는 전통적 모성 규범과 이데올로기의 경계와 전통적 성별분업

의 경계에서 형성된다. 여기에 모성과 경제가 결합된 형태의 구매, 대행, 위임이 포

함된 거래에 의해 생물학적 어머니 여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정상가족의 경계를 횡

단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변화된 모성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체 또한 다

양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모성주체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말

해진 모성과 다른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성주체이다. 새로이 형성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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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체는 생물학적 모성 기반의 탈각 속에서 모성의 속성이 더 이상 생물학적 속

성에 지배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사회의 모성규

범을 내면화하며 지배적 모성개념과 실재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다양한 모습으

로 이미 존재해 온 이들이며 모성규범의 경계 밖에서 형성된다. 이들은 본인의 생

물학적 조건과 자원의 규모에 따른 자기관리 주체로서 여성성과 연루되지 않고 모

성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한 주체이며, 생물학적 속성보다는 양육적 속성을 중심으

로 모성을 사유하는 주체이고 모성을 본능과 분리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

는 주체이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여성들의 생애에 있어서 결혼-임신-출산-양육은 압도적인 생애 경험이며, 이러

한 경험들은 주요하게 모성을 중심에 두고 경험되어 왔다. 모성을 둘러싼 시대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왔고, 모성 실천을 하는 주체들의 변화도 있어왔다. 그러나 모

성이 이데올로기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모성에 대한 담론이 실질

적으로 적용되는 층위와 개념적 층위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현재의 모성 개념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는 현재의 모성 개념이 소위 ‘정상 가족’ 안에 있으면서 ‘어머니’ 다운 

어머니에 의해 헌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규범 외에는 용납되지 않는 이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성이 본능이거나 생물학적이지 않으며 훈련되는 보살

핌이며, 모성 본능은 계발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모성 개념의 변화 속에서 찾

을 수 있었다.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머니도, 부자연스러운 어머니도 없으며, 생물

학적 어머니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좋은 양육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이 생물학

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거나, 어머니가 되어야 하거나, 좋

은 어머니가 될 수 있거나, 아이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등의 관념들은 생물학적 

모성개념의 탈각 속에서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좋은 양육

자가 되지 않으며 어머니 역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

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혼인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실천의 모습을 다양

화하며,  모성 개념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즉 혼인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역사적 변화, 가구와 가족 구성 행위, 가족 구성 시기의 변화, 노동시장

의 변화,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변화발전 등으로 인해 ‘모성 개념’은 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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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의 강조 속에 생물학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부

정적인 사회 인식과 규범은 지배담론에 부합되는 인식 과정을 겪어왔으며, 모성이 

그간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었던 사회상을 보여준다. 담론과 경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 경험과 괴리가 발견 되었다. 임신, 출산을 

통한 여성 정체성의 획득이 다른 획득 가능한 정체성으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어

머니 정체성을 획득하지 않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운명적인 것이었으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 삶이 이

미 존재하고 있고, 새롭게 구성되는 모성주체들은 ‘생물학적 어머니 됨’을 필수적

으로 사고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으며, 모성 개념의 확장․변화 가능성까지도 제시하

고 있다. 낳은 자녀가 없이도 ‘모성’에 대한 개념화와 의미망을 갖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모성주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모성담론을 둘러싼 개인들 간의 균열

이 발견된다는 것은 오늘날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새로운 관념과 가치가 존재한

다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정상화된 모성 경계 밖 삶의 경험을 부재하게 만

드는 모성이데올로기, 생물학적 모성담론에 압도된 모성관이 한국의 모성담론의 

현재성이라면, 기존의 ‘찬양’되는 모성범주 밖의 여성들에 대한 모성 연구는 유의

미하며, 비출산적 모성 주체들의 모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에도 의의가 있다.  

경계 밖 모성에 대한 접근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지배적 모성이데올로기의 특

성을 확장시켜 보여줌과 동시에 지배적 모성담론의 변방의 실제에 대해서도 가늠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삶이 ‘모성의 부재’로 인해 타격받지 않은 삶일 수도 있

고, ‘모성의 부재’로 읽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미성숙할 것이다’, ‘이기적일 

것이다’, ‘모성이 없는 존재다’ 등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면밀히 살펴볼 집단임을 확

인시켜주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탐구는 기존의 모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안 낳은 것과 못 낳은 것의 경계, 혹은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해 행해지는 모

성과 그 밖의 주체에 의해 행해지는 모성의 차이가 무의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

라 현재의 모성주체의 다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의 모성개념과 범주의 경계 밖에 있는 여성들의 사고와 경험을 듣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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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성의 외연을 확장하고 모성 개념을 재구성하는데 기여하며, 가부장제의 구

성·유지 논리를 드러내고, 여성들의 경험이 살아 있는 언어로 재구성되는 방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성 개념이 어떠한 과정과 맥락을 통해 구성·재구성 되고 있으

며, 현재 어떠한 지형에 와 있는가를 더욱더 풍부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토대를 제

공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출산장려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오히려 저출산 현

상을 심화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잠재적 어머니담론, 즉 생물학적 모성이데올

로기의 영향으로, 생물학적 출산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한국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결정은 출산정책의 외부에 존재하며 

여성 개인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기획되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출산정책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하며 여성들의 모성에 대한 인식을 저

해한다.  

첫째, 한국 여성들의 자아정체감은 출산의 도구로 인식되는 국가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아정체감과 생물학적 출산을 강화하는 모성이데올

로기가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여성들의 자아정체성은 임신-출산-양육이라는 생애 압도적 경험 기

획 이전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여성들의 자아정체성이 어머니정체성과의 갈등 속에 위치한 것이 아

니라 어머니정체성과의 분리를 통해 개별 여성들의 고유한 욕망으로 구성되고 있

는 현실을 이해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넷째,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 양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부분

과 더불어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와 집중적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해석

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로서의 모성에 균열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섯째, 기존의 모성에 대한 이론적 작업들이 축적 해 온 바, 모성이 사회․역사

적 구성물임과 동시에 사회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며 한국적 모성의 독특한 특성

을 갖고 형성되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중심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적 모성만을 강화하는 결과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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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양육적 모성 자원의 긍정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출산적 모성과 

양육적 모성의 간극이 커질수록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는데 과부하를 경험할 수밖

에 없다. 양육 환경의 개선은 아이들이 커가기에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출산적 모성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양육적 모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며 보육시설과 기타 양육지원 시설의 근로조건의 개

선이 시급하며, 양육 자원의 범위가 생물학적 가족 범위를 넘어 양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 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조

성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모성에 대해 재고의 여지를 만들어주며, 일반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의 관념에 변화의 지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사회정책에서 통용

되는 모성개념이 현재의 변화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개인의 삶의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출산적 모성을 근간에 가지고 있는 통념적 모성개념

을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모성의 공백이 저출산 사회화나 돌봄 노동의 공

백이라는 사회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기존의 가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거나, 생물학적 어머니 

되기를 독려하는 방식의 출산장려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저출산 현상의 극복과 

돌봄 노동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출산적 모성을 규범화하는 출산을 장려하거나 일

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안을 비단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

라 사회 전체가 돌봄을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 제

반 여건의 변화와 모성개념의 변화 지형을 함께 살피고 보살핌의 윤리를 사회의 

대안적 윤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일단 모성을 접근하는 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나 이런 것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생각이 인터뷰를 하면서서 조금씩 변화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애. 그렇기 때문에 내

가 모성이 없다고 그랬다가 다시 지금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것 같아.(사례 D4)

그니까 엄마면은 무조건 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뭐야, 그니까 그런 책임 의식? 짐? 

이거를, 짐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그니까 모성이 꼭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

나 뭐 이런 거를, 낳아야지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그니까, 모성을 종용하는 이런 

거를, 인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사례 B5)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로 인한 모성개념의 변화가 기존의 모성연구와 사회정책 

입안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념과 정책의 간극과 문제 집단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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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여성범주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변화하는 모성개념을 포착할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모성에 대한 개념은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 또한 모성, 출산, 결혼 형태를 둘러싼 불평등한 시선이 존

재해 왔다. 수많은 연구관심과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

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모성개념에 기반하여 연구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시선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성은 행위주체의 성별, 출산경험과 무관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훈련되는 보

살핌이며 사회적 돌봄의 윤리로 확장 가능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모성 연구

의 범주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모성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모성 개

념의 사회윤리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모성실천을 둘러싼 사회 정책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효율적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변화된 모성개념의 적용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한국 여성의 모성개념 변화는 문제현상이 아니라 삶의 기획의 일부이며 양육적 모

성을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함을 제언한다. 

또한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가족정책 분야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여성들의 자아정체감은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적 요인을 주체

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여성의 층위에서 획득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 

전반을 단일한 집단 정체성으로 간주하는 출산 자체를 독려하는 방식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것이 자아정체감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함을 내면화한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자체를 생애기획에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출

산규범과 출산환경의 개선은 물론 양육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

적 배제, 낙인, 위험사회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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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oject and 

Fragmentation of 

Motherhood in Korean Women

Choi, Eun Yo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women conceive motherhood and what 

their concept of within the context of widesprea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ronatalism in Korea. 

As this study is working to connect childless women and motherhood, identify 

characteristics of motherhood in the Korean context. Thinking over through 

thoughts and attitudes about childless women in the Korean context, childless 

women has been seen as a problematic group who are very selfish and lack of 

motherhood in national crisis with low fertility. 

Moreover it seems that  has no connection with childless and motherhood at 

first glance. Although it could be valuable changes of agency and subjectivity and 

maternal choice with dynamic of socio-economic conditions It has been 

conceptualizes norms and ideologies of motherhood in  Korean social context very 

focused on biological motherhood. 

Through the diverse positions of women in their lives, marrital status and 

experience of childbirth, single, single parent, childless or childfree, adopted, lesbian, 

and  divorced single, and so forth. characteristics of oral life storytelling illustrate 

how Korean norms and  ideology of normality of motherhood config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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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 historically. Moreover considering of normal women's changes, having 

experience of marriage, childbear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could grasp 

underlying meaning of the process of change and transformed concept of 

motherhood. In other words, childless women could be a being who has 

motherhood, anyone can practice and develop their motherhood and mothering 

skills regardless of having biological childbirth experience and these changed 

phenomenon depict the reality which is  shifting to dimension of making a maternal 

choice. And it is important to diagnosis of characteristics on Korean motherhood as a 

maternal centered motherhood that has contributed to narrow the gap between 

compulsory motherhood based on biological motherhood and non-biological 

motherhood which is conflicting, and also broaden the horizons of research.  

Key Words : Project and Fragmentation of Motherhood, Normality of Motherhood, 

Motherhood as a Continuum, Self-interested Maternity, Transform 

Mothering to Do Mothering Subject, Multiple Motherhood, Life Projected 

Motherhood, strategic Motherhood, Becoming Mother as a Consuming 

Subject,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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