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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지면서 가족

친화적 서비스 영역은 시장화 되었다. 시장화 이후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화하였고 이는 가족 육아네트워크 형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지위, 특히 임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경험 속에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

출에도 불구하고 가족 육아네트워크는 가부장제와 전통적 젠더규범에 의

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위치는 가정영역을 통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지위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여성의 낮은 인적자본에만 주목해 모성활동이란 여성노동

력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족 육아네트워크를 단

순히 유교적 가족 가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여성의 임금에 대

한 재생산노동의 역할분담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 이

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7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돌봄으



로 발생하는 모성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0년 중국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도시지역의 남녀임금근로

자를 대상으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자녀돌봄 문제를 해

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둘째, 부모세대의 육아지원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며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다.

남성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물론 취학 전 자녀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임금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취학 전

자녀 유무가 여성의 임금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부모세대가 육아를 도와줄 경우 모성활동으로 인한 임금불이익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임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

족주의 육아네트워크의 형성과 시대적, 사회적 맥락이 함께 고려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모성활동이란 여성근로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기제는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개혁개방, 가족 육아네트워크, 부모세대 육아도움, 임금결정요

인, 모성불이익

학 번 : 2015-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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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승진, 임금결정 등에서 성별

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와 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교문화와 규범

에 근거한 남존여비의 전통적 성별규범이 잔존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의 동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는 중요한 사회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경험과 더불어 국가주

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한국이나 일본과 크

게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성경제활동지수 2017’ 보

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서는 각각 36%, 26% 정도의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에 성별임금격차는 낮은 수준이었으나(Y.

Xie & Hannum, 1996), 개혁개방 이후 20%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를 보였

으며 이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Hauser & Xie, 2005). 이외의 연구에

서는 노동시장 내 여성노동력의 규모 또한 작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고 분석하고 있다(Shu & Bian, 2003; Whyte & Parish, 1985).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지점들이 존재한다.

중국사회에서 관찰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는 전통적 성

별규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성노동

력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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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재생산노동의 전담자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

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출산, 육아, 가사노동과 같은 재생

산노동으로부터 오는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야기하는 직접적

인 요소로 작용한다. 나아가 출산의 경험이 있고,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차별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연구는 이를 모성불이익

(motherhood penalty)칭한다. 이는 여성이 모성활동으로 인하여 노동시

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지위를 고착화하고 성별임금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임금수준 사

이의 인과관계는 복잡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다. 일반적으로 모

성불이익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첫째, 육아로 인한 부담

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은

인적자본 형성의 한계를 안겨 주어 결국 장기적으로 임금하락의 요인이

된다. 둘째, 여성은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하여 노

동시간이 짧고 노동 강도가 낮은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친화적인(mother friendly) 직업은 노동시장 구조상 대부분 하층에

속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직업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여

성노동자 전반의 평균임금수준에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모성불이익은 여

성이 고용주로부터 노동생산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열악한 노동력으로 간

주되어 차별의 대상이 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여성이 생물학적

인 출산자로서의 역할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재생산노동으로

인한 부담은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남성노동력의 임금결정기제와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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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여성노동력은 가족 내 젠더규범에 의한 재생산노동의 분업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 될 필요성이 있다.

1979년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으로 일하는 여성의

전반적인 삶은 변화하였다. 첫째로, 취업제도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제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국가가 주도하여 노동력

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여성 노동력을 반강제적으로 유지했으나, 개혁개

방 이후 노동시장의 참여여부는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 되었다. 둘째, 동

노동-동임금 제도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식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이다. 획

일화된 임금결정기제가 여성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표면적으로는 성차

별적인 관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임금제도가 와해되면서 생

산성과 효율에 근거한 임금결정기제가 등장했다. 임금결정에 있어서 고

용주의 재량과 노동현장에서의 관행은 여성의 임금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셋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가족친화적인 제도

가 시장의 영역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가족내부에서 재생산노

동의 수요 증가로 이루어졌다.

단웨이1)에서 제공되던 사내 보육원, 공공식당, 공공세탁소 등 일

련의 서비스는 일하는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재생산노동의 상당부분을

1) 단웨이(work unit, 单位)는 중국사회에서 공장, 상점, 학교, 병원, 연구소, 문

화단체, 정당 등의 사회조직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직형태이다. 임금근로를 하

는 개인은 단웨이에 소속되어 고용안정과 같은 일련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복지, 퇴직연금 등의 사회보장은

단웨이를 통해서 제공된다. 한편, 단웨이에 소속된 경우 이직과 이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결혼, 여행 등 개인적인 활동은 단웨이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

고 합법적인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개인 활동은 단웨

이 안에서 보장되고 통제된다. 더하여 단웨이는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도구로 기능하였다. 국가가 수립하는 정책과 제도는 단웨이체제를 통해서

기층조직까지 전달되어 단웨이를 단위로 실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결론

적으로 단웨이 체제는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치수단이었다(路风,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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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단웨이 제도의 점진적 해체와

기능의 변화, 집합적 보육시스템의 와해,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전격적인

시장화는 재생산노동을 다시 가족내부의 과제로 돌아오게 했다. 위의 논

의를 종합하면,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

험이 젠더규범이라는 사적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생

산노동은 다시 가족영역에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일

하는 여성에게 재생산노동의 전담자 역할이 다시 요구되기 시작했으며,

재생산노동을 둘러싼 가족 내 성별분업은 여성의 생산성과 참여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육아, 돌봄 영역에서의 젠더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족성원 간의 역할분담은 일하는 여성에게 상당히 중

요한 부분이 되었고 급진적인 사회제도의 변화로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

하는 육아의 영역에 부모세대가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의 여성의 노동시장지위와 임금수준의 변화

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력 특성과 가족 내 재생산

노동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인적자본과 전문성의 결여로 보는 관점

이 지배적이였다. 또한 시장화가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시장 내부의 메커니즘으로 해석하는 데 그쳤

다. 결론적으로 재생산영역을 둘러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기반의

변화가 여성노동력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육아를 둘러싼 가족영역에서의 분업체계의 형성

과정과 여성의 임금수준에 주목하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는 개혁개방을 기

점으로 노동시장의 성평등적 임금 제도와 육아를 둘러싼 정책영역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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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를 토대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의 임금수준은 시장 내부의 논리로만 설명 될 수 없으며, 가족영역의 재

생산노동의 분업체계, 나아가 육아네트워크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시장화 이후 여성노동력과 관련되는 제도의 변화

에 주목하고, 동시에 중국의 단웨이 제도의 변화가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부재로 이어졌음을 강조한다. 다음 2절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육아네트워크의 여성화 그리고 서구사회와 달리 남성배우자와의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세대가 중요한 분업대상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

한다. 3절에서는 시장화 이후 기혼여성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에 대해서 논한다. 세 번째 장은 실증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변수 그리고 통계적 분석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네 번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다섯 번째 장에서는 연구 결과

와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개혁개방 전후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에서 국

가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가

장 주된 과제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이었다. 개혁개방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기적 구분을 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58년부터 1978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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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행정적 분권기(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로 중앙정부에 과도

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권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개혁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사회주의식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한

1979에서 1993년까지의 점진적개혁기(Incremental Reform)이다. 이 시기

는 시장메커니즘과 계획경제메커니즘이 병존하는 쌍궤체제(双轨体制)로

푸지엔성(福建省), 광둥성(广东省)과 션젼(深圳), 주하이(珠海), 샤먼(厦

门) , 산터우(汕头) 4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국지적 개혁개방이 추진되었

다. 그 후 1984년 4월 상해(上海), 천진(天津), 옌타이(烟台) 등 14개의

항구도시가 추가적으로 개방되었다. 1994년부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건설이라는 국가단위의 목표를 전면에 세우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로 이행을 추진하였다.

그로부터 근 40년 간 중국사회는 유례없이 압축적으로 변화하였다.

개혁개방과 동시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생산체제뿐

아니라 제도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역사적 사건이 중

국 인민의 삶에 미친 영향은 중국사회 내부의 제도와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중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첫째,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졌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비국유기업의 합법화로 인한 민간

부문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개혁개방 이전, 자본주의 성격을 띈 기업은

공산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조직의 소유

가 아닌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처음으로 개인경영경제(个体经营经济)라는 명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여덟 명 미만인 기업의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1983년에는

국유기업이 아닌 사업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부문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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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공업총생산액에서 민간부분

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비

중이 10%에 달했다(《中国统计年鉴》1980年, 1990年).

민간부분의 확대는 노동시장 내부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공간의 확대로 이어졌다. 개혁개방 이전 국가와 기업의 경영권은 분리되

지 않았으므로 중앙정부가 산업 전반의 발전을 관여하였으며, 자금의 투

자 또한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함께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권과 경영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국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국가단위에서 기업단위로 분산하는 행정권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국인민들의 경제활동영역은 국가가 주도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시장의 기제가 작용하는 민간부문으로 단기간 안에 대규모 편입되었다.

둘째, 취업제도와 임금제도 또한 전면적인 개혁과정을 거쳤다. 계획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강력한 행정권을 기반으로 중공업 발전을 위한 전

략을 내세웠다. 통포통배(统包统配) 제도를 통해서 노동력 전반을 지휘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배치에 깊게 관여하였으며 임금수준을 엄격하

게 통제하였다. 특히, 국가가 직접 신규졸업자를 기업에 분배하여 완전고

용이라는 사회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재량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필수적이었으며, 직장의 선

택은 자유롭지 못했고, 이직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공유제 중

심의 계획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통포통배(统包统配) 제도 또한 전면적인 개혁과정을

거쳤다. 1980년을 기점으로 국가는 전반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정부의 역

할은 노동부에서 직업을 알선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취업활동은 전적으로

개인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일명 ‘삼결합(叁结合)’취업정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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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20년간 시행되던 통포통배 제도는 점진적으로 와해되었으며(潘

锦棠, 2002), 경제활동참여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개인의 활동이 되었다.

기업 또한 잉여노동력 고용의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었고 많은 노동력

은 민간부문의 영역에서 흡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권과 고용

주의 재량권은 다시 확대되었다.

개혁개방 이전 임금 또한 통포통배 제도를 통하여 ‘동노동-동임금’의

사회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같은 산업, 동 연배, 같은 경력과 학

력을 소유한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는 해소되는 듯하였으나 임금제도의

변화와 함께 다르게 전개되었다. 1985년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을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등 행정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한 것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 시장의 메커니즘

이 작용하는 임금체계가 자리 잡았다(张明龙, 2000).

여성노동력은 신중국정부 출범 후 중공업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정부는 ‘여성은 하늘전반을 떠받칠 수 있다

(女性能顶起半边天)’는 사회 기조 속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

출을 자극하였다. 농촌에서 여성은 가사노동 외에도 가족 사업에 필수적

으로 종사하여야 하였으며, 1년을 기준으로 180일이라는 근로규정이 정

해졌다(《1956年到1967年全国农业发展纲要》). 도시에서는 통포통배(统包

统配) 제도하에 일률적인 취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도시지역의 여성

노동자는 1949년 60만 명에서 1957년 328.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中国劳

动工资统计资料，1949~1988)，中国统计出版社,1987年版). 여성의 임금수

준 또한 동노동-동임금 제도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임금을

통하여 생산성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형태의 노동통제방식이 사회주의 이

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지만 성별임금격차를 해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시기 노동력은 강력한 취업제도 하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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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동원되었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

준이었다(Kidd & Meng, 2001). 이와 같이 획일성을 띈 임금결정제도는

여성의 임금을 일정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시장에서 생

산성과 효율을 근거한 임금결정기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张明龙,

2000; 潘锦棠, 2002).

마지막으로 집합체적 생산단위인 단웨이(单位)의 기능변화가 가족친

화정책의 부재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단웨이제

도(单位制)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위치하는 중범위적 조직이며 생산단위

임과 동시에 생활공동체였다. 국가가 사회전반에 자원분배권을 행사하였

으며 단웨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으며, 단웨이(单位) 내에서

구성원들이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본들이 분배되었다(李汉林,

2008). 단웨이(单位)의 가장 주된 기능은 사업장을 단위로 근로자의 생활

전반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었으며 이는 가족친화적인 성격이 강했다.

단웨이(单位)의 성원은 종신고용을 보장받았고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

거나 구입하는데 해택이 누릴 수 있었다. 이외에 의료비용, 노후복지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제공되었다. 더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공공식당과

공공세탁소와 같은 일련의 시설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가족 내에서 여성이 전담하던 재생산활동을 가족영역 밖으로 외부화 시

키는데 일조하였으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

였다(杜凤莲, 2008).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중국 공유제부문의 개혁은 중국 단

위제(单位制)를 해체하고 그것을 시장기제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되었다(백승욱, 1997). 하지만 개혁의 속도에 발맞추어 여성노동력의 보

호를 둘러싼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단웨이 제도의 와해되어 일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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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이용하던 가족친화적인 서비스는 시장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보육

시설은 공립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사립시설로 전환되었고, 2세 이하의

영아는 보육원에 맡길 수 없는 등 제도적인 규제가 생겨났다. 이처럼 가

족 내에서 재생산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고 이러한 부담은 재생산

활동의 전담자였던 여성에게 전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활동

유지에는 큰 부담이 따랐으나 정부에서는 여성노동력의 특징에 대한 고

려하지 않고 남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삼결합(叁结合)’ 취업제도를 실

시하였다(潘锦棠, 2002).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혁개방 이후 노동시장 내부의 변화는

대중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장지위는 가족 내 성별분업의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하였다. 여성

의 경제활동과 노동생산성을 지지하던 제도적 장치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단순한 방식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되던 자녀 돌봄

방식은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가족 내 복잡한 육아네트워크를 요청했

다. 사회 전반의 변화는 가족 내부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다시

부활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가족 내 성별분업과 육아네

트워크는 여성의 노동형태뿐 아니라 임금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 2 절 여성의 생산노동과 가족 육아네트워크의 형성

2.1 개혁개방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국가 차원의 노력과 강력한 취업제도를 추진한 결과, 여성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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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참여율은 90%에 육박하게 되었다(E. Croll, 1995). 이러한 성과는 단

웨이(单位) 안에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가 여성을 재생산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사적영역에서도 여성

의 지위가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중

국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을 보살피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

성을 이기적인 여성으로 낙인찍어 경제활동에 참여 할 것을 요구하였기

(Jacka, 1997)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은 가족

의 재생산노동을 책임지던 사회서비스영역의 시장화로 강화되기 시작했

다(Busse, 2000; Parish, Busse, & Tang, 2000). 근로자는 더 이상 직장

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농촌에서의 집합적

보육시스템(学前服务体系)은 와해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여성은 개인적

으로 가사노동과 생산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杨菊华

(2014)는 1999년에서 2010년까지의 서베이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남녀의

가사노동 분담방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사회에서는 여성이 여전히

재생산노동의 전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있어 남녀의 영역분리 현상이 해소되

지 않고 있으며 취업여성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 Leung (2003)은 이 같은 현상을 중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부장적(patriarchal), 부계 중심적(patrilineal), 부거제(patrilocal)

문화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즉, 여성의 사

회 진출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男主外女

主内”) 전통적인 젠더규범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 졌지만 여성의 즉각적인 노동시

장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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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탈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ernhardt, 1993). 예를 들어

출산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약 2년 간 중단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Bloom, Canning, Fink, & Finlay,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당연하게 여겼고, 이로 인해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Short, Zhai, Xu, & Yang, 200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의

신규채용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1978년 32.9%에서 2000년 38%로 (《中

国劳动工资统计资料》, 1978; 《中国劳动统计年鉴》, 2000) 증가했다.

1997년 노동통계지표를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

스업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평균 50%를 넘어섰다(《中国劳动统计年

鉴》,1997). 이는 개혁개방 이후 3차 산업의 팽창으로 인하여 여성노동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

이 분절된 상태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여성이 농촌여성에 비해 상대

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潘锦棠,

2002).

2.2 가족 육아네트워크의 형성

이처럼 일하는 여성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젠더규범과,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력수요증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단

웨이 체제가 해체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가족친화서비스 영

역이 시장화 되었다. 이로 인해 단웨이 체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자녀의 돌봄 문제를 이제는 가족내부에서 해결해야 하였다(백승욱,

1997). 이에 전통적 가족이념, 그리고 중국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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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세대 간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

는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특성과 중국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당시의 제

도적 실천의 결과물로, 서구사회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여러 관점을 통해 가족내부에서 일어나는 재생산노

동의 분업과정을 설명한다. 첫째, 가족영역에서 가사노동, 육아와 같은

재생산노동의 역할분담을 배우자 사이의 파워게임의 결과로 보는 파워게

임이론이다(Perrucci, Potter, & Rhoads, 1978).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

는 교육수준, 소득, 직업은 파워게임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상

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적은 사람이 재생산노동의 전담자가 된다. 둘째,

상대적자원이론을 통해 부부의 재생산노동의 분업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

시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시각으로 가족영역

에서 비시장상품(non-market commodities)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가족단

위의 효율을 원칙으로 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시간을 분배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가족 내에서 교육수준, 노동시장지위 등 경제활동에 있어

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성원이 경제활동을 하고, 이

외의 성원은 가족영역에서 재생산노동을 맡아 가족단위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셋째, 젠더사회학의 관점에서 Perrucci et al.(1978)의 연구

는 남성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에 대해 가지는 성별규범이 남성배

우자의 재생산노동 분담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또한 여성의 재

생산노동의 전담여부는 결국 남성배우자의 경제적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

다고 보고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재생산노동

시간 사이의 인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Demo and Acock (1993)는 가

족유형을 초혼가족, 재혼가족 그리고 이혼가족과 동거가족으로 구분하여

가족유형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노동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는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등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유형



- 14 -

에서 여성이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 비해 약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시간

을 재생산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이론적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재생산 노동의 분업과정을 여성

-남성 상호작용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실제로 가족 내에서의 재생산노동을 둘러싼

역할분담을, 동거하고 있는 상대 또는 배우자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

다. 육아네트워크형성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이외의 가족성원은 논의되

지 않은 채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이 가족 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를 해

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사회에

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여성의 노동시장퇴장을 줄일 수 있다(Connelly,

1992)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유

교적 가족이념 아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데 주목

해야 한다. 부모봉양과 더불어 아동양육에 대한 정성은 사회일반에 수용

되는 핵심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

된 서구식 근대가족관계의 이념과는 구분되는 지점이다. 장경섭(2009)은

급격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어온 한국사회의 이면

에는 가족주의 질서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더하여 보수

적인 성분업과 자녀 양육을 중시하는 태도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김미숙 & 김자혜, 1990; 이재경, 2003). 중국사회 또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하면서 확대가족형태 속에서

가족 중심적 규범이 유지되었으며(Y. Bian & Logan, 1996; Short et al.,

2001).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부재는 가족내부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

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Cook & Dong, 2011).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가족 육아네트워크가 형성되었지만 하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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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 전통적 성별규범에 따라 여성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전담자라

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Short, Chen, Entwisle, and Fengying (2002)은

일하는 여성이 육아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과 해결방식을 살펴보았다. 대

부분의 여성이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없이 전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여성은 육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돌봄 문제를 가족에

기대어 조부모, 특히 부계 조부모와 분담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Huang, Falk, & Chen, 1996; Jacka, 1997; Short et al., 2002; Whyte &

Parish, 1985). 여러 연구에서는 부모세대가 취학 전 자녀를 보살피는 것

이 중국 특유의 현상임에 주목한다. Chen, Liu, and Mair (2011)는 자녀

육아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합의된 바는 없지만, 7세

미만의 손주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는 것이 돌봄의 주요활동

이라고 서술한다. 아직은 아이를 책임지는 주양육자(primary)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서베이조사에서는 가족 내 성원이 육

아에 투자한 시간을 엄격하게 측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육아에 할애

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 해결되

지 않고 여성과 부모세대의 분업형태로 나아갔으며 이는 현재에도 지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

Whyte (2005)는 건국해인 1949년과 개혁개방의 기점이 되는 1979년

을 “두 사회혁명(two social revolutions)”으로 구분하여 중국사회 내부에

서 가족의 삶에 변화를 살핀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중국공

산당은 유교적 규범의 존속을 반대하였으나 취업제도는 유교 문화적 가

족질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는 노동시장을 철저히 통제하여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지역 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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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제한하였다. 또한 부계를 중심으로 부모세대가 은퇴하고, 공백이 된

단웨이의 일자리는 자녀에게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

하는 활동은 제한되었고, 주거 공간 또한 단웨이를 통한 분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세대 간의 질서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 안

에서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는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구

의 근대가족문화(conjugal family)의 확산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것은 중국의 육아네트워크는 부계중심, 부처제 중심의 특성으로 이어

졌다.

Chen, Short, and Entwisle (2000)의 연구는 여성을 취학 전 아동의

주요 양육자로 가정하고, 가족 내 남성배우자를 포함한 남녀 성원의 존

재가 여성의 육아시간을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 성원

이 있는 경우, 여성의 육아시간은 감소했으며, 남성성원은 나이와 관계없

이 여성의 육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의 경우, 부계 또는 모계 구분 없이 여성의 육아

시간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가가구인 경우 부계

의 조부모의 육아지원을 통해서만 여성의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부계를 중심으로 부처제의 특징을 띈 육

아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격변기에 가족이 생존과 적응단위로

기능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도시노동시장이 팽창하는 시기에

남녀배우자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농촌과

달리 도시에서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다(Short et

al., 2002). 결국 부모를 대신하여 조모가 집에서 자녀의 육아를 책임지면

서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가족

단위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Ch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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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초기의 은퇴정책은 가족 내 육아네트워크의 수요와 맞물려

육아네트워크의 세대 간 분업형태를 견고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개혁개

방 초기 중국은 공공부문의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평균 은퇴 연령을 이

르게 규정하였다. 육체노동종사자의 경우 여성은 45세, 남성은 50세에 은

퇴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직종사자의 경우 여성은 50세, 남성은 55세에 은

퇴해야 했다. 2015년에는 “퇴직연령신규정”을 제정하여 처장급 이상 여

성 간부의 퇴직연령을 기존의 55세에서 60세로, 일반 여성 노동자의 퇴

직연령은 50세에서 55세로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퇴직

연령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이른 편이며 이는 부모 세대가 자

녀 세대의 육아 돌봄을 대신하는, 육아네트워크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그 후 80년대에 들어서 노동시장이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손(祖孙)가족은 양적으로 증가 했으며 조부모의 조손녀 양육은 보편적

인 현상이 되었다.

이처럼 단웨이 제도의 와해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여성에게 노

동과 육아라는 이중부담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확대가족구조 안에서 이

러한 부담은 부계중심적인 가족질서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부계 조부모, 특히 조모와의 분업으로 육아 분업이 형성

되었음을(Chen et al., 2011)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

고, 여아가 아닌 남아일수록 조부모로부터 육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난다(杜凤莲, 2008). 이는 중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며(Junhong, 2001), 가족질서와 성별분업이 지

속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시장화의 격류에서 중국여성은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족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양육, 부양, 보호 등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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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Chen et al., 2011; Chen et al., 2000;

Short et al., 2002). 사회주의 경험과 국가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

성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영역으로 진입한 반면 남성은 여성 전담영역인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 사적영역에서의 혁명은 지연된 상태로 존속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시장

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을 생존단위로, 세대 간의 분업형태를 띈 육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다만 가족 육아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기능할

수 있다. 첫째, 가족 내 여성성원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 Jia and Dong

(2012)의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부모세대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에만 자녀의 육아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세대와 동거하고 있

는 확대가족인 경우에 조부모의 육아지원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근래에 중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2000

년 인구총조사자료에 따르면 핵가족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핵가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Chen,

2005; Logan, Bian, & Bian, 1998). 즉,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공간적으

로 분리되면서 주로 “확대가족관계” 속에서 가족 육아네트워크가 형성되

기 시작하였다. 가족육아네트워크의 형성과 관련된 요인들 또한 변화하

고 있다.

Yu Xie (2013)는 최근 중국에서의 세대 간의 관계 변화에 주목 한

다. 그는 연금제도와 같은 제도의 설립으로 구축된 사회보장시스템이 가

족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규범이 약화되는 등 가족 육아네트워크 형성의 사회적 조건들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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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화가 예고된다.

제 3 절 임금결정요인으로써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3.1 기혼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임금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경험의 차이는 노동시장 진입, 승진, 임금결정

등 여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즉, 남녀의 노동시장 위치는 상

이한 메커니즘 속에서 결정된다. 기혼여성의 경우, 생산활동은 여성의 출

산, 육아, 가사노동 등의 재생산노동과 분리되어 고려할 수 없다는 특징

을 가진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역할의 차이로 인

한 것이며 동시에 기혼여성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일찍

이 서구사회에서는 기혼여성의 출산과 육아 등 모성활동이 야기하는 임

금불이익에 대해서 주목하여 왔다(Lundberg & Rose, 2000; Neumark &

Korenman, 1992). 혼인상태, 노동시장경력 등의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 자녀 수의 증가는 여성의 임금수준을 6%씩 하락하게 한다고 보고되

었다(Waldfogel, 1998).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취업형태, 전일제 경력여

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구체적인 노동시장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한명이 가져오는 임금불이익은 약 7%에 달한다고 보

고하였다(Budig & England, 2001). 이와 같이 여성이 모성활동으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을 ‘모성불이익(motherhood panelty)’으로 칭하며, 이는

남성과 여성사이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구조화하는 요인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여성이 임금에서 받는 ‘모성불이익(motherhood panelty)’의

메커니즘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정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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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 특히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의 임금하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진다고 논의되고 있다. 첫째, 육아와 출

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직결된다. 현대에 많은 여

성들은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이는 여성 개인의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

의 결여로 이어진다. Blau, Kahn, and Waldfogel (200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공급의 단절성은 성별임금격차의 가장 주된 요인이

다. 둘째, 돌봄 노동은 실제로 여성의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여

성이 노동시간 이외의 상당한 시간을 재생산노동에 할애하게 되면서 같

은 인적자본을 가진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performance)을 유지할 수 없

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실증 분석에 반영하기에는 방법론

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

하는 오하카-블린더(Oaxaca-Blinder)요인분해기법과 같은 통계분석기법

은 공식/비공식 교육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등의 변수를 통해 생산

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노동으로 하락한 여성의 생산성을 반

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생산성 변수들의 측정 오차

에 따라 임금격차의 차별로 해석되는 부분이 결정되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그룹 간의 생산성 측정의 오류를 완벽하게 통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잔여임금격차가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측정되지 못한 요인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통계적 한계가 존재한

다.(Altonji & Blank, 1999). 셋째, 여성에게 육아와 생산활동은 부담요인

으로 작용하고 여성개인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가 낮은 저임

금일자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을 높힌다(Becker, 1992). 넷째, 기혼여성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로부터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되어 통계

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의 대상이 된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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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으로 생산성은 절하되거나 노동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현실적

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고용주는 전통적인 성역

할을 기준으로 직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고 이직 가능성이 높은

워킹맘을 채용하지 않거나 저임금 하위직에 배치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

화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기혼여성의 재생산노동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과정은 복잡

하다. 기혼여성노동력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특징은 오늘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재 기혼여

성의 임금수준과 노동시장지위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이것은 여성

이 여전히 재생산노동의 전담자임을 재확인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사적영역에서의 평등하지 못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노

동시장경험의 차이임을 반영한다.

3.2 개혁개방 이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결정기제

Whyte and Parish (1985)는 1979년 이전 국가는 노동시장 내부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예로,

정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안에서 취업을 안배하고, 단웨이 제도(单

位制)와 임금통일제도(统一工资制度)를 통해서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제도적 장치들이 없어지므로

써 여성의 노동시장 위치는 물론, 여성과 남성의 임금수준에서의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개혁개방 이전에도 성별임금격차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장화 이후 성별임금격차는 심화되는 추세이

며 (Gustafsson & Li, 2000; Maurer-Fazio, Rawski, & Zhang, 1999),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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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20% 수준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Shu &

Bian, 2003; Whyte & Parish, 1985).

이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확대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이 반영

된 임금체제의 등장이다. 획일화된 취업제도는 노동시장진입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였으며, 임금체제는 동일한 업무

를 하고 있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학

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장메커니즘 속에서 인적자본 또는 당원

(party membership)과 같은 정치자본은 사회계층화 과정에서는 물론 임

금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로써 작용하였다(Y. Bian & Logan, 1996; Y. J.

Bian, 2002; Y. Xie & Hannum, 1996; Zhang, Hannum, & Wang, 2008).

Shu and Bian (2003) 의 연구에서는 시장화 이후 학력수준이 임금수준

에 미치는 보상효과는 가장 크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남녀의

임금격차는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여성의 다소 지연된 노

동시장 진입시기와 상대적으로 이른 은퇴 시기는 여성의 낮은 인적자본

으로 간주되어 성별임금격차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된

다. 후속연구들 또한 인적자본의 차이로 임금격차의 주요원인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서 논의하고 이는 결국 격차를 합리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임

을 재확인한다(Liu,Meng and Zhang,2000; 王大夫等，2008；李实等，

2014).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제기는 여성노동력 특성에 대한 인식과 관

심에 기초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상대적

으로 낮은 인적자본, 정치자본으로 인한 것임을 합리화하고 남성과 여성

이 동일한 임금결정기제를 가진다는 가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둘째, 시장화 이후 중국노동시장 내부에 자리 잡기 시작한 성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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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구조적인 불평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

장화는 민간부문에서의 성차별적인 관행을 야기한다는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Gustafsson and Li (2000)의 연구에서는 시장화 이후 성차별적인

관행을 방지하는 법률규제의 부재를 지적하며, 임금결정에 있어서 성차

별적인 관행은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는 핵심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Maurer-Fazio and Hughes (2002)는 사업장의 지배구조, 설립시기 등의

변수를 시장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고, 사업장의 시장화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차별적인 관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운다. 또 국유기업, 집단경영형태의 기업, 개인기업 순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심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별임금격차가 완화된다고 보고하지만 사업

장의 시장화 수준은 임금격차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贺光烨 & 吴晓刚, 2015). 이 밖에 단순히 임금결정단계뿐 아니라 구직,

승진의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결국 여성의 임

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佟新，梁梦，2006；秦广强，2014).

개혁개방 초기 남녀의 임금결정기제와 임금수준의 차이를 논하는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여성이 노동시장과 육아영역에서의 이

중으로 오는 책임과 의무가 여성의 노동형태 뿐만 아니라 임금결정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지 않다. 남

녀의 임금평등을 지지했던 동일업무-동일임금 제도의 와해를 임금격차

를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성의 혼인상태와 모성

(motherhood) 또는 부모성(parenthood)은 통제변수로 다루어졌다(Shu

and Bian 2003; Solotaroff 2003). Zhang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과 정치자본의 차이로 임금격차는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여성의 혼인

상태에 따른 임금수준에 주목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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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인적자본이 동일한 남성보다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실

증분석을 통해서 모성불이익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 왔다. 于嘉 and 谢

宇 (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자녀 한명을 출산할 때 마다 여성의 임

금이 약 7% 하락하고 이는 민간부문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접근은 기혼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전

적으로 여성이 받는 차별의 결과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모성

활동이 생산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나

아가 기혼여성의 임금결정기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개혁

개방 이후 사회와 개인의 삶의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혁개방은 노동시

장구조와 취업과 임금제도 전반의 변화를 불러왔다. 일하는 여성의 재생

산노동을 대신하였던 사회주의 단웨이 제도의 와해는 여성의 가족 내 전

통적 성별규범과 역할의 부활시켰다. 그러나 과중한 부담은 여성의 즉각

적인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격변기 가족가치를

강화하는 유인이 되었다. 조부모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

보는 것은 중국의 강한 가족 이념에 의한 것인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적기반의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동아시

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중국사회에서의 가족 육아네

트워크는 부계 중심적 그리고 부처제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모성으로 인한 임금

불이익 나아가 성별을 기준으로 다르게 전개되는 임금결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육아네트워크의 기능여부를 살펴야함을 제

안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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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불이익을 조절

하는 효과를 가지는가?

중국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여 여성을 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

게 하였으며, 이 시기의 사회서비스와 가족 친화적 정책 또한 여성의 생

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재생산노동을 둘러싼 젠더규범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기혼여성 노동력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

관성은 강하게 남아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취학 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에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여성의 임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자

본의 형성의 어려움, 실질적인 생산성의 저하, 낮은 강도의 저임금 일자

리로의 이동과 그리고 통계적 차별의 대상 등의 결과로 임금에서 불이익

을 받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어 연구가설1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 7세 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임금은 다

른 집단의 여성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불이익

(panelty)이 관찰된다.

그러나 사회격변기에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부모세대와 자

녀세대간의 육아와 노인부양이라는 가족질서의 강화가 일어났다. 단웨이

제도의 친가족적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가족 육아네트워크가 형성되

었으며 부모세대의 도움은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책이 되었

다. 이를 통해 개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선택하거나 저임금 저강도

의 일자리를 택하지 않고 가족영역과 노동현장에서 오는 이중부담과 역

할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여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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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 을 세운다.

연구가설 2 :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중요한 사실은 가족 육아네트워크는 재생산노동의 전담자로서의 여

성의 역할과 지위는 개선되지 않은 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경우에 부모세대의 육아지원은 부계중심, 부처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조

모 또는 외조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즉, 남성 배우자는 육아의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웠으며, 육아분업은 남성배우자가 아닌 부모세대와

의 분업으로 형성된다. 가족 육아네트워크의 기능으로 혜택을 받는 자는

여성배우자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3 과 4를 설정한다.

연구가설 3 :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는 남성의 임금수준에는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임금수준을 결정

하는 핵심요인이다.

연구가설 4 :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여성의 임금수준에 상승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중국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재생산노동과 돌봄 활동

의 전담자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가 임금수준

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지원이 7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의 임금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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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5 :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에 더 낮으며, 부모

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에 따라 조절된다.

제 3 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국가족패널조사(CFPS, Chinese Family Panel

Studies)의 1차년에 해당하는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중국가족패널조사는 중국 북경대학교 사회조사센터에서 설계한 조

사로써 다단계지역집락표집법을 통해 조사대상을 추출하였으며 전국수준

에서 대표성을 가진다. 개인, 가족, 거주지 단위를 기준으로 개인의 경제

활동, 가족관계,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사회의 동태적 변

화를 담아낼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16세 미

만의 자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모듈을 통하여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다. 이 자료는 본 연구에 필요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결측치가 적고 정보의 정확성이 높다는 점에서 활용도

가 높다.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7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남녀 임금근로자이다. 부모의 보살핌과 양육은 취학 전 자녀

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육아네트워크가 임금에 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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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다 더 명확하게 살피기 위하여 자녀의 나이를 7세 미만으로 한정

하였다.

중국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지역불평등이 심하며(Xie and Hannum

1996), 도시와 농촌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사회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주소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도시로 구분된 지역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분석된 케이스는 총

남성517명, 여성 423명이다.

제 2 절 변수의 측정

ⓛ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주요 종속변수는 각 근로자가 받는 시간 당 로그 임

금이다. 해당 변수의 구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금근로자에 한하여

월평균 소득과 (QK101“작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추가

수당(QK102 “작년 월평균 추가수당은 얼마입니까?”), 연말 상여금

(QK103 “연말 상여금은 얼마입니까?”)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난 한해

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 지난 한해 근로활동기간(QG401"

작년 한해 평균 근로활동 기간(월)은 얼마입니까?")과 월평균 근로활동

기간(QG402"한 달 평균 근로활동 시간(일)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루

평균근로시간(QG403"하루 평균 근로활동 시간(시간)은 얼마입니까?")정

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작년 한 해 총 근로시간을 구하였으며 이를 기준

으로 시간 당 임금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된 시간당 임금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로그 값을 취하였다.



- 29 -

② 주요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요독립변수는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여부(1=예, 0=아니요)

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6세 이하의 자녀모듈에서 부모에게

“(WB2)평소에 아이는 주로 누가 보살피는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서 제시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 2

“아이의 외할아버지/외할머니” 3“아빠” 4“엄마” 5“보모” 6“보육원” 7“기

타”. 해당문항은 자녀의 주양육자(primary care giver)를 묻는 것이다. 이

는 7세 미만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시간 이외에도 아이를 주로

보살피는 ‘주양육자’ 역할은 누구에게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에서 가정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가족 육아네트워

크의 기능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해당 질문에 1과 2에 답한 경우를 부모

세대의 육아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았으며, 2와 3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

모세대의 육아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증분석 단계에서

부모의 육아도움을 받지 않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육아도움을 받는 집

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항에 대해서 5 “보모”또는 6 “보육

원”을 대답한 비중은 전체 13,169케이스에서 1%가 넘지 않았으며, 결측

치 처리 후 분석과정에서는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강조할 것은 3“아

빠”를 선택한 비중은 2%를 넘지 않았으며, 분석과정에서 유효한 분석대

상으로 포함된 케이스는 없었다.

③ 통제변수

분석모델에서는 통제변수를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직업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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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통제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호적(농촌호적 소유여

부), 연령 변수가 포함되었다. 성별과 연령 정보는 제공되는 변수를 사용

하였다. 호적(户籍)은 노동시장진입, 고용, 승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특성임을 고려하여(Shu and Bian 2003), 농촌호적(農村戶籍)

과 비농촌호적(非農村戶籍)으로 이항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 과정에 포함

시켰다.

인적자본 변수로는 학력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포함되었다.

학력변수는 중국사회 전체의 평균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대학원이상으로 범주형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현

재 직장에서의 근속기간 변수는 분포를 고려하여 로그 값을 취하여 분석

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특성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일자리의 조직

특성을 구분하였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적 특성의 차이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시장변수이다. 분석

모델에서는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여부의 순수효과를 살피기 위하여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개인이 위치한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

로 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직종은 1"기술/육체노동자" 2"농업 종사

자" 3"서비스/유통업 종사자" 4"사무직 종사자" 5 "전문직/경영직 종사자

"으로 총 다섯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밖에 가구의 평균 자녀수가 1. 23명인 것을 반영하여 가족 내 7

세 미만 자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제 3 절 통계분석방법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OLS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1단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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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OLS 회귀분석을 통해서 7세 미만 취학 전 자녀의 유무가 여성의

임금에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검증한다.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 내에서 자

녀가 없는 미혼 또는 기혼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집단과 8세 이상 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집단

과의 임금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7세 미만 취학 전 자녀유

무가 실제 여성의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핀다. 이 과

정에서 분석된 유효케이스는 무자녀 임금근로자 613명, 7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키우는 여성 임금근로자446명 그리고 7세 이상 자녀를 둔 여

성 임금근로자352 명이다.

2 단계 분석에서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남녀 임

근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 변수를 포함시켜 가족 육아네트워크가 남성과 여성의 임

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기혼 남녀의 시간 당 로그

임금에 미치는 변수로써 인적특성과 인적자본, 직업특성 변수의 영향을

살폈다. 그 다음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 변수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가 임금에

미치는 성별효과를 고려하여 성별과 부모도움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

하는 회귀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1-1>,<표1-2>,<표2>와 같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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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표1-2>에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설명과 함께 표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분포는 남성 54.90%, 여성45.1% 로 남

성의 비중이 다소 높다. 학력수준은 중학교 졸업자가 50.86%로 가장 많

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38.42%, 4년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학력

소지자의 비중은 12.03%였다. 호적상태는 농촌호적이 39.71%, 비농촌호

적 소유자가 61.58%로 연구대상을 도시로 한정하였음에도 중국의 유동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직업특성을 나타내

는 변수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부문을 기준으로 민간부분에 종사하

고 있는 근로자는 63.5%였다. 직종에 따른 분포는 기술/육체노동종사자

34.18%, 농업/어업 종사자 1.21%, 서비스/유통업 종사자 26.49%, 사무직

종사자는 11.63% 그리고 전문직/경영직 종사자는 26.49%이다.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는 78.36%로 연구대상이 되

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육아에 있어서 부모세대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기술통계: 범주형 변수

변수명 빈도(N) 비중(%)

성별
남성 543 54.9

여성 446 45.1

학력

중학교 이하 503 50.86

고등학교 367 37.11

대학교/
119 12.03

대학원 이상

호적상태
농촌호적 380 38.42

비농촌 호적 609 61.58

부문
민간부문 628 63.5

공공부문 361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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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술통계: 범주형 변수  

변수명 빈도(N) 비중(%)

직종

기술/육체노동자 338 34.18

농업/어업 12 1.21

서비스/유통업 262 26.49

사무직 115 11.63

전문직/경영직 262 26.49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받음 775 78.36

받지 않음 214 21.64

이외의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는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각 33.09에서

32.90세이다. 7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둔 응답자로 연구대상을 제한하

였기에 평균 연령은 다소 낮게 확인되었다. 직업특성 변수인 현직장에서

의 근속연수는 부모의 육아도움을 받는 집단이 6.93년, 받지 않는 집단은

7.90년이었다. 시간 당 평균 임금은 약 11.44 RMB에서 11.83 RMB로 법

적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이며, 부모의 육아도움을 받는 집단의 남녀평

균임금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가장어린 자녀의

평균나이는 3.16에서 3.23이며 평균 자녀수는 1.5명이 넘지 않는다.

<표 2> 기술통계: 연속형 변수

부모도움여부

받지 않음(=0) 받음(=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33.90 7.50 33.09 9.05

근속기간(현재) 7.90 6.67 6.93 6.29

시간당 임금 11.44 14.06 11.83 15.22

시간당 임금(로그) 2.11 0.94 2.22 0.80

가장 어린 자녀 나이 3.16 2.02 3.23 1.78

16세 이하 자녀수 1.30 0.58 1.13 0.37



- 34 -

제 2 절 취학 전 자녀유무가 여성 임금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표3>은 취학 전 자녀유무가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로그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회귀분석이다. [모델1]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자녀유무 변수만을 포함시켜 취학 전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여성

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 경우 인구

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7세 미만 취학 전

자녀가 여성의 임금이 15.4%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여

성 임금근로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때, 동일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경우에도 자녀의 나이가 7세 미만인 경우에 임금수준에 불이익이 존

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2]에서는 모델1에서의 변수에 개인의 인적자본변수인 학력과 현

재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경

우 학력수준과 근속연수는 여성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변수로서 작용함을 알 수있다. 특히 학력의 경우 중학교 학력을 준거집

단으로 하였을 때 고등학교 학력은 여성의 시간당 로그임금에 약38%의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학력일 경우 상승효과는

86.9%에 달한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인적자본 변수의 설명력이 상당히

크지만 앞서 [모델1]에서와 동일하게 취학 전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여성

의 임금은 자녀가 없는 여성 임근근로자 보다 약10.%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모델3]의 경우에 모델1에서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취학 전 자녀유

무 그리고 모델2의 인적자본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직업특성을 추가하

여 분석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사업장의 조직적 특성으로 공공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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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취학 전 자녀유무가 여성의 시간당 로그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변수명

인구학적

특성+

자녀유무

모델1+

인적자본

모델2+

직업특성

나이 0.024+ -0.005 -0.000

0.014 0.013 0.012

나이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비농촌호적(ref.농촌호적) 0.370*** 0.035 0.016

0.037 0.037 0.038

자녀유무 (ref. 1= 없음)

있음, 7세 미만 -0.154*** -0.106* -0.097*

0.046 0.041 0.041

있음, 7세 이상 0.028 0.020 0.014

0.049 0.044 0.043

학력(ref.중학교)

고등학교 0.383*** 0.286***

0.036 0.039

대학교/ 0.869*** 0.688***

대학원이상 0.052 0.058

근속년수 (현재직장) 0.143*** 0.135***

0.018 0.018

공공부문(ref.민간부문) 0.037

0.035

직종(ref.기술/육체노동자)

농업종사자 0.482

0.439

서비스/유통업 종사자 0.030

0.042

사무직 종사자 0.232***

민간부문변수를 포함시켰으나 여성의 시간당 로그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직종에 따른 임금차이는 두드

러졌다. 사무직종사자 또는 전문직과 경영직 종사자인 경우에 기술/육체

노동자에 비하여 각각 23.2%, 32.5%의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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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

전문직/경영직 종사자 0.325***

0.050

Constant 1.534*** 1.692*** 1.533***

0.238 0.218 0.223

Observations 1,744 1,744 1,744

R-squared 0.069 0.248 0.273

*** p<0.001, ** p<0.01, * p<0.05, + p<0.1

제 3 절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모성불이익에 가지는

조절효과

<표4> 는 부모의 육아도움이 남녀 임금근로자의 시간 당 로그임금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남녀의 임금결정

요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델1] 에서는 나이, 호적유형과 기본적인 인구특성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인적자본으로 측정될 수 있는 학력과 근속연수를 주요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인구특성변수는 여성의 임금수준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농촌호적인 경우에 농촌호적을 가지고 있는 여

성보다 시간 당 로그임금이 약 17.5% 더 높게 나타났다(p<0.01). 학력으

로 인한 임금상승의 효과는 남녀 구분 없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앞서 선

행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력수준이 가져오는 보상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이상

의 학력 소유자는 중학교학력 소유자 대비 임금이 약 2배 가까이 상승

할 것으로 분석된다.

[모델2]에서는 모델1에서의 변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특성변수를

고려하여 임금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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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여부는 남성의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조직적 특성이 임금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논의된 바 있다(Dong and Bowles 2002),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임금수

준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약 22.7% 낮게 나타난다. 직종의 특성에

따라 임금수준 또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전문직/관리직의 임금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일하게 서비스/유

통업에 종사하는 경우 시간당 로그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3]에서는 모델1의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변수와 모델2에서의

직장특성 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상태에서 자녀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의 육아에 있어

서 부모세대의 도움이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삼았으며, 7세 이하 자

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7세 미만의 자녀 유무는 여성임금의 약23.4%의 하락을

가져왔지만 남성의 임금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1

의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변수와 모델2의 직장특성 변수를 통제할 때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여성의 시간 당 로그 임금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델1과 모델2의 변수들이 동일한 조

건인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에 한에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약 21.4%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남성에게 있어서 부

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남녀에게 있

어서 육아부담은 여성 임금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여성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38 -

<표 4> 부모의 육아도움이 남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로그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인구학적 특징+

인적자본

모델1+

직업특성

모델2+

육아도움여부

변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나이 -0.058 -0.000 -0.059 -0.039 -0.045 -0.019

0.051 0.066 0.050 0.064 0.051 0.063

나이2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비농촌호
적(ref.농촌
호적)

0.135 0.175+ 0.124 0.142 0.102 0.089

0.089 0.094 0.091 0.092 0.092 0.092

학력
(ref.중학교
)

고등학교 0.433*** 0.478*** 0.405*** 0.406*** 0.396*** 0.348***

0.093 0.094 0.095 0.097 0.095 0.097

대학교/
대학원이
상

1.050*** 1.078*** 0.924*** 0.777*** 0.905*** 0.727***

0.136 0.131 0.148 0.154 0.149 0.152

근속년수
(현직장)

0.057 0.041 0.049 -0.009 0.039 0.001

0.046 0.043 0.045 0.043 0.046 0.043

공공부문
(ref.민간부
문)

0.000 -0.227* 0.004 -0.243*

0.091 0.100 0.091 0.098

직종
(ref .기술/
육 체 노 동
자)

농업종사
자

-0.107 -0.116

0.598 0.599

서비스/
유통업
종사자

-0.568*** -0.401*** -0.555*** -0.381***

0.102 0.098 0.102 0.096

사무직
종사자

-0.152 -0.105 -0.14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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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0.140 0.129 0.138

전문직/경
영직
종사자

0.129 0.044 0.141 0.063

0.103 0.119 0.104 0.118

7세 미만
자녀 수

-0.089 -0.234**

0.063 0.080

부모세대의
육아도움(1=예)

0.007 0.214*

0.094 0.086

Constant 3.048** 1.644 3.162** 2.858* 2.982** 2.639*

1.104 1.293 1.078 1.271 1.095 1.257

Observati
ons

517 423 517 423 517 423

R-square
d

0.172 0.245 0.237 0.305 0.240 0.328

*** p<0.001, ** p<0.01, * p<0.05, + p<0.1

<표5> 에서 [모델4]은 <표4>의 모델3과 성별과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4>에서의 분석모델과

달리 <표5>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4는 특별히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성별과 부모세대의 육아

도움 변수의 상호작용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것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6>과 같이 시각화

하였다. <그림6>은 모델5에서 인구특성, 인적자본, 직업특성을 모두 평

균 값에 고정한 수식에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에 따른 시간당 로그임금

의 변화를 성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시간당 로그 임금 변수를 고려하

여 25%(1분위) 수준인 1.5 RMB와 75%수준(3분위)인 2.5 RMB 내에서

의 임금변화 추세를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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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부모의 육아도움이 남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로그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분석2

변수명 모델4

성별(1=여성) -0.274***

0.062

부모세대의 육아도움(1=예) 0.001

0.088

나이 -0.039

0.036

나이2 0.000

0.000

비농촌호적(ref.농촌호적) 0.095

0.065

학력(ref.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381***

0.068

대학교/대학원 이상 0.839***

0.106

현장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0.018

0.031

공공부문(ref.민간부문) -0.083

0.066

직종(ref.기술/육체노동자)

농업종사자 -0.154

0.565

서비스/유통업 종사자 -0.462***

0.069

사무직 종사자 -0.119

0.093

전문직/경영직 종사자 0.118

0.077

7세 미만 자녀수 -0.136**

0.048

여성*부모세대의 육아도움(1=예) 0.210+

0.126

Constant 3.037***

0.768

Observations 940

R-squared 0.281
*** p<0.001, ** p<0.01, * p<0.05, + p<0.1



- 41 -

<그림 6>을 통하여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시간당 로그 임금을 중요한 요인이며, 남

성임금근로자의 경우 육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1)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임금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반면, 육아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0)가 여성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

모의 육아지원이 없을 때 여성의 시간 당 로그임금은 1.86RMB 이다. 그

러나 부모의 육아도움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2.07RMB로 임금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는 임금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수준

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조절되는 효과가 관찰된다. 나아가 부모

세대의 육아지원이 없을 경우 임금에서 나타나는 모성불이익은 더 심화

되며 남성과의 임금격차도 심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6>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모성불이익에 가지는 조절효과



- 42 -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3> 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7세 미만

의 자녀를 돌보는 모성활동은 여성의 임금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가설 1 “7세 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임금은 다른 집단의 여성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불이익

(panelty)이 관찰된다” 를 지지한다. <표4> 의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의 임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상당부분은 인적자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러나 7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금근로자 집단의 경

우에는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여부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연구가설2 “부모세대의 육아지원

여부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는 지지된다.

특히 <표4>에서 모델3의 경우, 육아도움이 있을 경우 여성의 임금수준

은 약 21.4% 상승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이는 회귀분석 모델

에서 학력 다음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변인이다. 그러나 남성 임금근로

자의 임금에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변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것을 바탕으로 연구가설 3 “부모세대의 육아지원 여부는 남성의 임금수

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

심요인이다” 과 연구가설 4 “부모세대의 육아지원은 여성의 임금수준에

상승효과를 가진다”는 지지된다. 마지막으로 <표5>를 통해서 부모세대

의 육아도움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근거로 가설5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는 성별에 따라 조절 된다”는 지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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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토론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노동시장과 단웨이 제도(单位制度)의 변화

를 주목하고 가족 내 재생산노동이 중국 여성노동력과 임금수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더불어 중국에서의 동아시아적인 가족

육아네트워크의 형성은 기혼여성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선 실증분석에서 중국사회에서 출산

과 육아 등의 모성활동은 여성의 임금불이익으로 이어진다(Jia & Dong,

2012)는 이전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라는 형태의 가족 육아네트워크가 임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단웨이(单位)의 와해와 미비한 사회보

장제도는 육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 육아네트워크 형성에

구조적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 7세 미만의 자녀 돌봄에 있어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을 받는 경우는 78.36%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아울러 이는 중국사회에서 ‘자녀’

는 중요한 가족주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가 되며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와는 다르게 도시산업노동자

가정에서 자녀들은 생산노동자로서 가지는 그 유용성은 없고, 오히려 복

잡한 보호와 값비싼 양육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측면 (장경섭, 2009)을 반

영하고 있다.

둘째,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육아도움의 임금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며, 육아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인적자본과 직장특성 등 노동시장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녀의 상대적 임금 차는 더 심화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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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다른 말로 부모세대의 육아지원은 모성활동으로 임금불이익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여성의 가족

내 지위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의 젠더규범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

적(patriarchal), 부계 중심적(patrilineal), 부처제 중심(patrilocal)의 문화

(Leung, 2003)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주의 경험에도 불

구하고 국가적, 제도적 지지 없이 여성의 노동시장지위는 유지되기 힘들

며 재생산노동에서의 역할변화가 여성의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가족 육아네트워크가 모든 경우에 기능하는 것

은 아니며 그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관찰된다는 점

이다. 첫째,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개혁개방 초기, 자녀의 육아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주양육자(primary care)의 역할은 취학 전 아동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아프지 않게 보살피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모성과 육아에 대한 현대적 담론들

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르러 자녀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의 재생산과 이동을 책임지는 이른바 ‘전문적인’ 모성(함인

희, 2014)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장경섭 (2009)은 이에 대해 “‘전

문적인’모성의 주인공이 되었던 여성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중산층 여

성들로서 스스로 모성의 역할을 더욱 전문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자녀양

육을 자기성취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분석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 주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한국의 경우와 다르다. 전문적인

모성은 요구되지 않았으며 이는 조부모세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

준이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되기 시작한 80년대, 90년대 출생들은 1978

년부터 시행된 한자녀 정책으로 인하여 외동딸, 외동아들로 성장하였으

며 유례없는 치열한 교육경쟁, 취업경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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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육아영역에서 전문적인 부모의 역할을 다시 중시

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육아를 전적으로 부모세대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없다. 이 밖에 2016년부터 실시된 다자녀정책은 육아영

역에서의 여성의 역할변화를 다시 한 번 예고하고 있다.

둘째, 가족테두리 안에서 육아/부양체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한다. 중국의 가족육아네트워크는 ‘효도’(filial piety)문화의 연장선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간 지원기능의 확장이었다고 평가된다(Chen & Li

2014, Chu & Yu 2010, Kim & Park 2010). Chen et al. (2011)는 부모세

대가 자녀의 육아를 돕는 것을 유교문화에 중요한 문화적, 도덕적 규범

인 ‘효’의 확대와 전환(transformed filial piety)으로 보았다. 이는 노인부

양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부모세대는 노년기 부양을 보장받는 암묵적인

‘계약’으로써 육아부담을 분담하였다고 분석된다(E. J. Croll, 2006). 그러

나 刘岚, 齐良书, and 董晓媛 (2016)의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자녀양육과 부모세대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40-59세의 중년층에게

있으며 가족 내 전통적 성별분업은 변함이 없다. 1978년부터 시행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하여 부부가 양가부모님과 자녀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가중된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 내의 육아, 보호 네트워크는

온전히 가족영역에서만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다시 종합하면 가족 육아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은 단적으로 동아시아

적 가족가치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간주되어지기 보다는 단웨이제로 대표

되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제도의 와해와 가족 친화적 서비스 시장의 미

성숙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시장과 제도의 영역의 공백을 가족이 대신

하게 되는 동적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모세대의 육아도움

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혼여성의 노동력과 노동시장위

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서는 가족 내 재생산노동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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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료상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통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여성의 임금에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을 받는 여성의 높은 임금수준은 육아도움으로 인한 임금상승효

과와 본래 임금수준이 높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서 부모세대에게 육아를 전가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가족 육아네트워크는 유교문화권에 있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며 유교적 가족가치에 뿌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각 사

회의 문화, 제도적인 환경과 맞물려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사회의 가족육아네트워크는 부계중

심의 부처제적인 특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부

계 또는 모계 관계없이 육아도움을 받는 것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러

나 부모세대의 육아지원이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 해

석에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가족 육아네트워

크의 다양성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

해서 보안되어야 하는 지점이며, 중국의 경우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사

회주의체제와 문화라는 거시적 맥락과 연관지어 정교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사회에서 가족 육아네워크

의 형성을 시대적, 사회적 맥락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를 여성 임금근

로자의 모성불이익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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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함

으로써 여성노동력의 임금결정기제는 남성과는 확연히 다르며, 이는 여

성노동력의 특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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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involvement of grandparents’ in childcare on the hourly wages of

salary workers residing in urban China. The conflict between the role

of mother and the role of worker is acute since the economic reform

due to lack of daycare services and less work flexibility. While past

research on “gender wage gap” has mainly been focused on the

female’s low human capital and sex discrimination practices at

workplaces, few studies investigated how burden as a primary care

giver exerts its impact on female’s wages. Also, little is known about



- 55 -

motherhood penalties in the multigenerational-family settings in

contemporary China.

Data from the 2010 Chinese Family Panel Studies wa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are as follows. Parental grandparents are

important childcare substitutes in the strong legacy of patrilineal,

patrilocal culture in China. Further, grandparent’s childcare

involv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wage level. The most important finding is that being the primary

care giver for preschool children has negative effects on the mother’s

hourly wages, while the grandparent’s child care involvement reduces

the impact.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is only significant for female

workers while a male worker’s hourly wages are neither affected by

the presence of a preschool child nor the availability of grandparents’

child care help.

This finding indicates that while female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labor market under state feminism reformations,

traditional gender regimes still have strong effects within the family

sphere, assigning females’ domestic work and the role of primary

care giver. This result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account of difference in responsibilities within a marital relationship in

the family sphere when discussing the female labor market status in

China. This also reveals that in order to promote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quality, much effort is needed in childcare services

and mother-friendl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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