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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본은 아시아의 ‘생애미혼자 대국’으로 일컬어진다. 2010년 현재 일본의
50세 여자 열 명 중 한 명, 남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사
람들이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접을 받기 어려운 개혼(皆
婚)사회였다. 이 연구는 현대 일본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일본 사회의 가족 관
계와 젠더 질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비혼자의 증가와 생애미혼율의 상승
을 단순히 경기후퇴나 가족해체의 결과로 나타난 실패자들의 증가가 아니라 전후
일본에서 형성된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에 의해 위치 지워지는 사회구조적 집단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논증하기 위해 비혼됨에 영향
을 미친 주요한 시대적 흐름을 열쇠말로 삼아 전후 일본을 가족의 시대(1945~1970
년대), 싱글의 시대(1980~1990년대), 돌봄의 시대(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살핀다.
가족의 시대가 비혼됨의 형성과 비혼 1세대의 등장을 특징으로 한다면, 싱글의 시
대는 비혼자의 증가와 비혼됨의 변용, 돌봄의 시대는 비혼과 돌봄의 결합을 통한 비
혼됨의 재구성을 각각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비혼자 집단에 대한 현장연
구에 근거해 젠더 질서에서 비혼자들의 위치와 비혼됨의 의미 변화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 물론 시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개인을 놓고 볼 때 어
느 시대의 산물로 분류할 것인가는 모호한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
쳐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구분이 유의미한 것은 비혼을
통해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의 변화를 보겠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유
용한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패전 후에서 1970년대 말까지로 설정된 가족의 시대는 모두가 가족을 만드는 시
대였고, 비혼자에게도 가족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구축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일
본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비혼 여성 집단은 이른바 전쟁독신자들이었다. 이들은 아시
아·태평양전쟁에서 젊은 남성들이 대량 전사함으로써 초래된 전후의 결혼난과 전후
근대가족의 보급에 따른 적령기 규범의 강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오랫동안 개혼사
회를 유지해왔던 일본에서 이들은 우레노코리로 불리며 혹독한 사회적 무시와 차별
에 노출되었다. 이들 1세대 비혼자들은 <독신부인연맹>을 결성해서 대항적 공공권
을 창출하면서 인정투쟁을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혼 여성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
계를 형성했다. 이 연구는 이들의 유대관계를 사이토 준이치의 친밀권 개념을 차용
해 분석하면서 이들이 결혼과 가족 밖에서 구축한 자립을 근간으로 한 대안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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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함의에 주목한다.
싱글의 시대는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 약 20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를 통
해 남녀 비혼자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는 거시적으로는 냉전 종결과 전
지구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전후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가족의 절대성이 무너지면서 개인화가 진행되었던 시대라는 의미에서 싱글
의 시대로 이름 붙였다. 비혼화의 방아쇠 구실을 한 것은 거품경제의 붕괴와 전지구
화에 따른 고용유동화였지만, 변화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강한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기업시스템의 붕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싱글의 시대에 비혼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은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전쟁
독신 세대 여성들이 출생가족으로부터 사실상 방출된 상태에서 성년기를 보내면서
경제적 자립의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살았던 것에 비해 싱글시대의 비혼 여성
은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향상을 꾀하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으로서 비혼됨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여성 고용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
어 여성의 생애선택이 다양화하는 전반적인 변화와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 즉 여성
의 생애과정이 다양화 되는 변화 속에서 비혼도 생애과정의 하나로서 시민권을 얻
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싱글의 시대에 비혼 여성들이 잃은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사
회집단으로서의 비혼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전시대 여성들이 독신
부인연맹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사회집단으로서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
에 비해 싱글의 시대에 증가한 비혼 여성들은 ‘비혼 딸’이라는 형태로 근대가족 안
에 포섭된 상태에서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에 몰두했
다. 이에 따라서 비혼됨이 담고 있었던 가족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했고 그 자리에 ‘개성’이 등장했다. 비혼이 평범하게 결혼하는 남들과 다른 개
성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비혼 여성들이 1980년대 이후 형성된 대중
소비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소비자로서의 비혼 여성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노동자·소비자로서의 비혼 여성의 여성성은 강조된 여성성(emphasized
femininity)으로서 주부의 여성성에 대한 대항적 성격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으로부터의 자유에 현실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 보장이 여전
히 미비하고, 섹슈얼리티에서의 해방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노동자·소비자
로서 비혼 여성의 여성성은 젠더 질서를 바꾸는 혁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돌봄의 시대는 200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를 아우른다. 개호보험제도가 발족한
2000년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가족 내에서 노인돌봄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루어지
는 자녀 세대 간의 역동에 주목해 비혼됨의 변화에 접근한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의 인구 변동 속에서 노인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
로 호명되는 과정이 21세기 비혼자의 비혼됨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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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전까지의 비혼됨이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돌
봄의 시대에 들어서 비혼됨은 남녀 비혼자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돌봄이 자녀의
배우자가 아니라 친자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 전환되면서 비혼 여성뿐 아니
라 비혼 남성이 부모의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 규범
의 변화는 가족주의 사회에서 주변화된 집단인 비혼자를 더욱 주변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부모 돌봄이 자녀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젠더와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비혼 딸이 자녀 세대에서 부모 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확연히 높았
다. 그러나 비혼 딸의 부모 돌봄자로서의 적합성이 상승해 온 것에 비해 돌봄 상황
에서 돌봄수혜자를 비롯해 다른 가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나 돌봄에 따른 권위획득
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비혼 딸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가 하면
비혼 아들이 기혼 아들보다 부모 돌봄자로 더 적합하다고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혼자의 부모돌봄자화가 친자의 돌봄 규범의 강화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을 중심으로 한 젠더 질서의 작동이라
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비혼자가 부모 돌봄으로 유
입되고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것은 가족주의의 작동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여자’를
대신해 새로운 돌봄제공자를 만들어내는 통치기술의 영향으로 파악해야 하는 현상
인 것이다. 이것은 비혼자를 공동체의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고 하위신분으로 위치 짓는 젠더 질서의 작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비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억압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사회전체
의 젠더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담게 된다.
이 연구는 전후 일본에서 나타난 비혼자의 증가를 근대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의
개인화라는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혼자 집단이 형성되어온 역
사적인 맥락과 비혼자가 사회집단으로서 주변화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결혼 여부로 비혼자를 구획 짓고 결혼에 관한 비혼자
의 의식을 중심으로 비혼됨의 내용을 규정해 온 기존의 비혼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비혼은 단지 의식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편에서는 교
육의 기회, 노동 시장의 상황,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의 삶의 물질적 조건에 의해 규
정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가족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담론과 이데올로기 차원
의 젠더 정치에 의해 구성된다.
주요 용어: 비혼, 비혼됨, 친밀권, 노인돌봄, 돌봄제공자, 헤게모니적 남성성, 일본
학번: 2010-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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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비혼자1)의 증가와 생애미혼율의 상승이라는 현상을 통해 현대 일본 사
회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세 이후 오랫동안 개혼(皆婚)사회를 유지해 왔다. 오늘
날 일본은 생애미혼율이 남자 20%, 여자 10%를 넘는 ‘비혼자 대국’이지만 불과 수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으
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접을 받기 어려운 개혼사회였다. 40세까지 한 번이라도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누적 혼인율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 중반 일본
의 누적 혼인율은 남성 97%, 여성 98%로 거의 100%에 근접했다. 그러나 당시 정
점을 찍었던 혼인율은 1970년대부터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점차 낮아졌다. 「국세
조사」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1950년에 남성 26.2세, 여성 23.6세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30.4세와 28.6세로 높아졌다. 생애미혼율2)도 가파르게 상승해
2010년 현재 일본의 50세 여자 열 명 중 한 명, 남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다. 【표Ⅰ-1-1】은 현대 일본의 성별생애미혼율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표 Ⅰ-1-1】 성별 생애미혼율의 추이
1950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남성

1.46%

1.26

1.70

2.60

5.57

8.99

12.57

20.1

여성

1.35%

1.87

3.33

4.45

4.33

5.10

5.82

10.6

자료출처: 총무성 「국세조사」 해당년도 별 보고서에서 재조합

【표Ⅰ-1-1】을 보면 일본에서 생애미혼율은 1960년대 약간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을 넘어서면서 남

1) 이 연구에서 비혼(非婚)은 결혼이력과 무관하게 35세 이상의 성인남녀 중에서 배우자와 자
식이 없는 이들로 정의한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5절(연구의 대상과 방법)참조.
2) 생애미혼율이란 45~49세와 50~54세 미혼율의 평균치로 50세 시점의 미혼율을 산출한 것
이다. 50세 이후의 초혼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인구통계 범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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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남성의 경우는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1980년
에 2.60%이던 것이 2010년에는 20.1%로 상승해 30년 만에 8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츠다(松田茂樹

2011)가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결혼 여부가 자유로워진 산업화된 국가에서 생애독신으로 일생을 보
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생애미혼율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저변에는 장기불황과 맞물려
비혼자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회적 배경과 만혼화가 생애미혼자의 증가
로 이어지는 비혼화의 구조때문이다. 인구에서 미혼자가 차지하는 구성비의 변화를
제시한 【그림Ⅰ-1-1】은 일본의 비혼화 구조를 잘 보여주는 통계지표다.
【그림 Ⅰ-1-1】 성별·연령별 미혼율의 추이
남성

여성

자료출처: 총무성 「국세조사」(2010)

【그림Ⅰ-1-1】은 1975년을 기점으로 각 연령대의 미혼율이 동반해서 오른쪽으로
상승해 전체적으로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는 것과 일정 연령을 넘어서면 결혼이라는
선택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점점
더 늦게 결혼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하는 비혼화의 구조는 혼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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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매우 낮은, 즉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결혼 규범과 맞물려 일
본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근원이 된다. 이 저출산 경향은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변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 결과 형성된 역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해서 설계된 사회보장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
는 요인이 된다. 그 때문에 비혼화와 저출산은 종종 일본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거론된다. 뿐만 아니라 비혼화에 따른 가족의 축소는 한때 일본 정부가
“일본복지의 숨겨둔 자본”이라고 칭송하던 전면적인 돌봄제공자로서의 ‘여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가족의존적인 일본의 돌봄시스템 또한 변화를 요구
받게 된다. 따라서 만혼·비혼화는 단지 결혼행동의 변화가 야기한 가족 변동의 차원
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
이다.
비혼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 전에 먼저 이 변화가 비단 일본에서만 일
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두고 싶다. 2011년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기피와 가족 변화에 대한 특집기
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 연구가 다루려는 주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에 진입하는 도입부로 적절할 것 같다.
“아시아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고, 그 사회적 영향이 심각하다”
결혼과 관련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는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일어났던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이혼은 일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현재 아시
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결혼으로부터의 도피다. 초혼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시아는 두드러진다. 일본, 대만, 한
국, 홍콩 등 아시아에서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평균 초혼 연령이 최근 수십 년
간 급속하게 상승해서, 현재는 여성이 29~30세, 남성은 31~33세가 되었다.
상당수의 아시아인은 결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30대 전반 여성의 3분의 1이 미혼이고, 아마도 그 중
반수는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에서는 30대 후반 여성의 5분의 1
이 미혼인데, 그 중 대부분이 일생 독신으로 지낼 것이다. 현저하게 미혼율이
높은 도시들도 있다. 방콕에서 40~4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이며, 도쿄에서는
21%를 웃돈다. 또 싱가폴에서는 같은 연령층 대졸자의 27%가 미혼이다. 현재
로서는 중국과 인도에서 이와 같은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
들에서 이 경향을 가속화시킨 경제적 요인이 중국과 인도로 확산된다면, 두 나
라도 언젠가는 같은 운명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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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아시아에서는 일과 결혼의 양립이 어렵기 때
문이다. 아시아 여성은 남편, 자녀, 그리고 종종 고령의 부모를 혼자서 도맡아
서 돌봐야 한다. 여성이 설령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역
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사실 그러한 현상은 세계 공통의 것이지만, 아시아
여성은 특히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결혼한 일본 여성은 주 40시간을 일하고,
거기에다 평균 30시간의 가사일을 더 한다. 남편이 가사를 돕는 시간은 평균 3
시간이다. 또 아시아 여성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면 자녀가 성장한 후에
일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이래서는 아시아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으로부터의 도피는 현대 여성이 크나큰 자유
를 향수하게 된 결과이며, 그것 자체는 축복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혼의 감소가 출생률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다. 동아시아의 출생률은 1960년대 후반에는 여성 한 명당 5.3명이었지만,
현재는 1.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혼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1.0명에 가까워지
고 있다. 출생률의 저하는 인구 동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놀라운 속도
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에 비해 연금을 비
롯한 사회보장제의 구축에 별로 투자하지 않았다. 혈육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 가족이 돌본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더 이상 통
용되지 않는다.
아시아 각국의 정부는 오랫동안 가정생활의 우월성이 서구에 비해서 자신들
의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와 같이 자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에 눈을 돌려서,
그 결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 “Women are
rejecting marriage in Asia. The social implications are serious”, The

Economist, From the print edition, Aug 20th 2011 중 발췌번역).
위 기사는 일본의 비혼화를 일본적 특수성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전반
적인 가족 변동의 일부로서 제시하고 있다.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시아
여성의 비혼화를 성별분업에 근거한 젠더 질서의 문제로 접근하고 그로 인해 여성
의 부불노동에 의지해 유지해 왔던 가족의존적 돌봄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 점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짧은 분량의 기사글이라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위 기사가 비혼화 현상을 다루는 방식은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매끈하며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비혼 남성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만 놓고 볼 때도, 아시아에서 비혼화는 단순히 양적인 규모만 따져도 남녀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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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위 특집기사에서 비혼 남성들은 여성들의 결혼기피가
만들어낸 단순한 결과물로서 완벽하게 후경화 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젠더 질서의 모순과 가족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라는 차원에서 비혼화 현상을 다루고자 할 때 비혼 남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또 이들이 비혼 여성 혹은 해당 사회의 젠더 질서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방식으
로 규명될 수 있는가? 이에 답하는 것은 이 연구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일단 비혼이 젠더화된 현상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비혼이 ‘여성 문제’임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두 번째는 낮은 혼외출산율의 문제를 다루는 관점이다. 위 기사는 그것을 가족주
의가 강한 아시아의 특성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한다. 위 기사뿐 아니라 인구전환의
관점에서 비혼화 현상을 다루는 저작물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시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혼외자가 매우 적은 것을 아시아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깊이 파
고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될 것이 아니라 젠더 질서와
비혼화의 관계를 다룰 때 중요하게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점은 이 연구의 중
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다. 위 기사에서 논평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여성의 비혼화
가 “아시아 현대여성이 크나큰 자유를 향수하게 된 결과”라고 한다면, 왜 그 자유에
여자가 결혼제도 바깥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을까? 비혼자의
낮은 혼외출산율이 지닌 함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근대가족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
사적 접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혼화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질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위 기사는 여성들의 결혼기
피를 아시아적 가치로서의 가족주의가 붕괴하는 징후로서 파악하고 있다. 정말 그러
한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혼화는 가족주의적 시스템의 근본을 흔들고 있
는 것인가? 일본에서도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비혼화를 비롯한 가족 변동을 가족
의 붕괴로 간주하는 관점이 대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붕괴’라는 용어가 담
고 있는 선정성과 보수적인 함의를 반박하면서 가족 변동을 가족의 다양화라는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가족 변동을 파악하는 관점과 관
련해서, 우선 지적해 둘 것은 설령 비혼화를 “결혼으로부터의 도피”로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가족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일
본의 비혼자들은 점점 더 출생가족 특히 부모와 밀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
세 이상 고령자의 세대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Ⅰ-1-2】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
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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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2】 65세 이상 고령자의 세대구성과 동거인 조사

1986년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2

자녀와 동거

1인

부부

세대

세대

전체

10.1
11.2
11.7
12.6
13.2
13.8
14.7
15.7
16.9
16.1

22.0
25.5
27.6
29.4
32.3
33.8
36.0
36.7
37.2
37.5

64.3%
60.0
57.1
54.3
50.3
48.4
45.5
43.6
42.2
42.3

자녀 부부와 동거 비혼 자녀와 동거
46.7
42.2
38.7
35.5
31.2
27.4
23.6
19.6
17.5
16.0

17.6
17.7
18.4
18.9
19.1
21.0
21.9
24.0
24.8
26.4

기타
3.5
3.3
3.7
3.7
4.2
4.0
3.8
4.0
3.7
4.1

자료출처: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2012) 결과에서 조합

【표Ⅰ-1-2】를 보면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고 1인
세대와 부부 세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시점에서 고령자의 세대
구성에서 1인 세대가 16.1%, 부부만의 세대가 37.5%, 양자를 합하면 53.6%에 이르
고 있다. 즉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고령자 세대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녀와의 동거가 1986년에 64.3%였던 것이 2012년에는
42.3%로 하락해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에 비해, 자녀 부부가 아니라 비혼 자
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이다. 1986년에 자녀와 동거하
는 경우 73%가 자녀 부부와 동거하는 것이고 비혼 자녀와의 동거는 27%에 그쳤던
것에 비해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비혼 자녀와의 동거가 전체의 56%를 차지해 자
녀 부부와의 동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렇듯 청년기를 넘긴 자녀들의 부모와의 동
거가 장기화되는 것은 자녀의 자립 및 분가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녀 부양기간이 길어진 부모 세대의 노후의 위협 요인으로 지
목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불황의 여파로 자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 세대의 빈곤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宮本み
ち子･岩上真珠･山田昌弘 1997). 어느 쪽의 시각이든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자를 문
제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 비혼자 집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20~30대 여성들에게 집중된다.
출산과 인구 재생산의 관점에서 비혼화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많은 까닭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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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연구주제도 주로 결혼의 장애 요인이나 결혼기피 현
상의 배경에 대한 것에 치중되어 있다. 중년 이후의 여성 비혼자나 남성 비혼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출산위기론이 30년 이상 계속되고
생애미혼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비혼자 문제를 보는 시각은 재조정될 필요
가 있다. 즉 사회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비혼으로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비혼의 삶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이 연구는
저출산에 편중된 비혼자연구에 새로운 접근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 그들이 ‘하지 않
은’ 결혼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가족생활로 관심의 초점을 돌려야 한다고 주
장한다. 또 35세 이상의 비혼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세대 간 부양의 문제에서 주
로 비혼 자녀의 부모 돌봄을 통해 가족 관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비혼 당사자의 입
장에 서서 출생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혼의 구성 양
상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근대가족과 비혼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핵가족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한 쌍의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집합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모든 가족의 원형인가? 핵가족의 개념을 정식화한 인류학자 머독(2004)과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밀어붙인 탈콧 파슨스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머독은
250여 개 사회에 대한 통문화적 조사에 기초해서 한 쌍의 부부와 그 자녀들로 이루
어진 핵가족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집단이라는 핵가족 보편설을 세웠다. 그에 따르
면 “핵가족은 그것이 지배적 가족형태이든, 혹은 보다 복잡한 가족형태를 만드는 기
초 단위이든, 여하튼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사회에서 하나의 명확한 집단으로서 또
는 강한 기능을 지닌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핵가족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보편적 제도로서 전체 사회의 존속을 위해 중요
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조기능주의 가족론의 핵심을 이룬다.
머독의 이 핵가족 개념은 파슨스에 와서 “산업화는 핵가족으로 귀결된다”는 근대화
론의 지침으로 명제화되었다.
근대화론의 자장 속에서 위 명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녔다. 첫째,
핵가족은 산업화에 가장 적합한 가족형태이므로 한 사회의 핵가족화의 정도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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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주요한 표지가 된다. 둘째, 핵가족 내의 성별분업의 확립은 기능적 최적합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셋째, 인간 사회가 확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한
것은 진보이며 필연적이다(박숙자·손승영·조명덕·조은 1995).
이 주장에 대해 가족사회학뿐만 아니라 도시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
서 반론이 속출했고 지금에 와서 파슨스의 위 명제는 사회학자가 머릿속에서 만들
어낸 공상의 산물이라고 일컬어진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시적 산업사회에
서 고립적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생존에 더 유리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시화·산
업화에 따라 확대친족 관계가 활성화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또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서구 가족사 연구를 통해 핵가족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마치 확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의 일반적 현상의 예증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 그
것은 다산다사형에서 소산소사형 사회로 전환하는 인구학적 전환의 과도기적 현상
이었임이 논증되었다(Laslett 1969).
근대가족론3)은 이와 같은 구조기능주의 가족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했다. 근
대가족론은 첫째는 부부와 자녀를 가족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것이 근대에 들어 역
사적으로 발명된 것이라는 점, 둘째는 핵가족화와 진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구조기능주의를 비판했다. 로렌스 스톤, 에드워드 쇼터, 필립 아리에스
등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근대가족론의 대표적인 논자들로 핵가족의
보편성과 핵가족이 가부장적 가족을 민주화하고 양성 평등을 진전시킨 진보라는 주
장에 대해 정반대의 인식틀을 제시하여 주목 받았다. 이들은 무엇보다 가족의 자명
성을 상대화해서 가족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다루는 시각을 제공했다.
근대가족이 이전까지 존재했던 다른 가족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로렌스 스톤(Stone 1977)의 정의가 도움이 된다. 스톤은 근대가족의 특징으로
서 근린 관계와 혈연 관계를 희생한 위에서 가족의 핵심 구성원 간에 강렬한 애정
적 연대의 존재,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개인적 자율성과 권리의
감각, 성적 쾌락을 죄로 결부시키는 의식의 약화, 신체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 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 에드워드 쇼터(Shorter 1975)는 근대가족
의 요건으로서 로맨스 혁명, 모자의 정서적 연대, 세대의 자율성을 꼽았다. 즉 근대
에 들어와 남녀 간에 낭만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 나타나고, 모자 관계에 모
성애가 생겨나고, 자신들을 주위의 공동체와 선을 긋는 것으로 감정적 결속력이 높
3) 근대가족론에서 근대가족(modern family)은 가족역사학자들이 발견해 낸 일종의 기술(記
述)개념이다. 본질화된 의미에서의 가족이 있고 그것이 고대 가족, 근세 가족, 근대 가족처
럼 변화해왔다는 시기 구분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시기 구분의 의미가 아님에도 ‘근대’가
강조된 것은 구조기능주의의 핵가족(nuclear family) 개념이 지닌 본질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근대가족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
고 있는 의미에서의 가족’은 전적으로 근대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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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게 된 것이 근대가족을 탄생시켰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스톤이나 쇼터의 정의는
근대가족을 사적 영역의 성립으로 특징 지운 서구 가족사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가족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피난처이며 사회로부터 자신을 단
절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고립된 집단으로서 노동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영역에
위치한다. 이 집단은 가내성(domesticity), 사적인 것(privacy), 친밀성(intimacy)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근대가족론의 시각을 채용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
한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역사적으로 특수한 가족형태로 상대화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가족의 본질론을 배제하고 국가나 시장과 같은 다른 근대사회시
스템과 가족시스템의 관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근대가족을 역사화하는 데 아리에스(2003)의 『아동의 탄생』은

이론적 지주

가 되었다고 할 만한 저작이다. 아리에스는 『아동의 탄생』 속에서 아동을 보는 시선
이나 아동에 대해 품은 감정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아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서구 사회의 관점의 변화를 논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변
화한 것이 아니라 ‘탄생’했다고 논하고 있다. 현재 우리들이 아동이라고 하는 단어
에서 상기하는 이미지, 관념, 감정은 사회계층의 상위에 따라 약간의 시간차를 보이
지만 17세기경에 발생해서 그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온 것이라고 아리에스
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근대가족론의 발상은 페미니즘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 젠더의
양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제도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이 그렇듯이 근대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라는 시각을 제공한 것이다. 페미니즘은 근대가족론을 통해 그때
까지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 왔던 성역할을 사회·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위치 짓
는 틀을 획득했다. 예를 들어 성별분업의 관점에서 근대가족을 보면, 근대가족의 성
별분업은 친족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가족이라는 사적 세계가 분리되는 사사화
(privatization)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외부로부터 가족 세계가 분리되면서 남자
는 공적 영역, 여자는 가내 영역이라는 성별분업이 성립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공적 영역에서 남자의 노동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보상이 주어지지만 사적 영역
에서 이루어지는 여자의 가내 노동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가족임금
의 확립을 통해 물적 기반을 갖게 된 성별분업 관념이 가정 밖의 노동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시장에서의 여성의 일은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는 것으로 인식
되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가족을 경유해 이중적 의미에서 여성의 노동을 착
취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근대가족의 성별분업을 둘러싼 여성의 요구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가정 밖에서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다른 하나는 가
정 내 의존적 타자에 대한 돌봄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분배 정의다. 이 두 가지
요구는 루이스 틸리와 조앤 스콧(2008)이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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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때 한꺼번에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여성’이라는 범
주는 노동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의 틈바구니에서 가부장제와 교섭하면서 구성되어
온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근대가족의 성별분업은 생물학적 여성의 특질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차
별을 자연화(naturalization)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젠더 간의
모든 불공정과 불합리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로 정리되는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것
은 일종의 신분이 된다. 근대의 신분 해방과 계급 해방의 물결에도 의연하게 살아남
은 이 여성이라는 신분을 두고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베른하임(1999)은 “현대
산업사회의 봉건적 중핵”이라고 표현하였다. 산업사회에서 공적 노동과 가정 잡사를
배분하는 기준인 성별은 타고난 기준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극히 ‘봉건
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없었다면 현대 산업사회의 모델 자체가 가능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극히 ‘현대적’이라고 갈파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근대가족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사회제도로서
의 결혼과 가족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를 계기로 종언을 맞이했다. LGBT 가족의
등장뿐만 아니라 이성애 가족 안에서도 동거나 사실혼의 확산, 이혼의 증가, 1인 가
구의 증가 등 기존의 근대가족 틀로는 포섭 불가능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급증했
다. 이렇듯 이혼, 동거, 혼외자녀 출생이 증가하고, 출생률이 인구전환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등의 일련의 변화를 가리켜 ‘제2의 인구전환(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다산다사(多産多死)에서 소산소사(少産少死)로의 인구전환에 비할만한 근본
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는 주장인 것이다. 제2의 인구전환의 개념 규정에 대
해서는 논란도 있지만, 1970년대 이후 인구 구성에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에는 논자들 간에 이론(異論)이 없는 듯하다.
가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4)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이다. 벡은 이혼과 재혼과 이혼의 반복에 의해 가족생활의 핵심인 부모됨조차도 해
체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족생활이라는 것은 종래의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방식
으로 더 이상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
의 개인화에 주목할 것을 역설했다. 지금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집합적 범주가 아니라 집합적 생활 상황들(collective life
situations)의 다양함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갖는 상이한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Beck·Beck-Gernsheim 2002). 그러나 현대 가족의
4) 여기서는 individuation과 individualization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개인화를 사용
하였다. individualization이 사회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individuation은 주로
물리적인 삶의 형태가 가족과 분리된 독신자와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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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다룬 문서에서 되풀이해서 등장하는 개인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분명한 상호이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 쌍의 남녀가
생애에 걸쳐 맺어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상대화되는 속에서, 제도적인 가족 규범에
따른 구속이나 상호규정성에 따른 구속보다도 개인의 선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막연한 접점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종종 개념 규정조차 서로 엇갈리고 전반적으로 연구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속에서
도 개인화는 사회의 기본 단위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되었다는 가족의 변동
을 파악하는 용어로서 널리 유통되어 왔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 변동도 개인화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려
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이혼율, 초혼 연령, 생애미
혼율의 상승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동거는 적고, 혼외출생자가 극히 소수에
머무는 것이 동아시아의 인구 변화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진다(Lesthaeghe 2011).5)
동거는 하더라도 숨겨야 하는 일로 여겨지며, 혼전성관계는 갖는다 해도 아이는 반
드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만드는 것이라는 규범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유럽에
서의 2차 인구전환이 결혼제도의 유연화를 동반한 것에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결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을 둘러싼 동아시아 가족 변동의 미묘한 상황을 장경섭(Chang 2010)
은 ‘압축적 근대(compressed modernity)’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압축적 근대라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시간적으로도 공
간적으로도 매우 응축된 상태로 일어나는 사회 상황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본래 이
질적인 역사적, 사회적인 요소가 동태적으로 공존하는 탓에 극히 복합적이고 유동적
인 사회시스템이 형성된다. 그에 따르면 급속한 근대화를 겪어온 한국 사회에서 개
인들에게 유일한 보호를 주는 사회적 자원은 가족이었다. 때문에 한국인은 매우 가
족지향적인 사회활동, 개인생활을 보낸다. 그러나 조건이 달라지면 가족 관계는 사
회적 자원으로부터 위험으로 변모한다.6) 거기서 위험회피적 개인화가 발생하며 이
위험회피적인 개인화는 가족 형성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처럼 가족
에 관계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기피가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주의 없는

5) 동거에 관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러나 혼외출생비율은
일본 2%. 한국 1.5%, 대만 4%, 싱가포르 1.2%로 절대적으로 매우 낮다(모두 2005년 조
사 鈴木 2010).
6) 이것은 한국, 일본, 중국의 자살에서 나타나는 ‘가족동반자살’이라는 특징적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 관념을 살
피고 있는 이현정(2012)의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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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로 정의될 수 있다(Chang·Song 2010).
오치아이 에미코는 장경섭의 논의를 받아 동아시아의 가족은 순수한 친밀성의 장
이라기보다는 의무와 책임의 제도이며, 그 때문에 결혼이나 가족을 갖는 것을 기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가족주의적 개인화(落合恵美子
2011)’로 개념화한다. 오치아이(落合恵美子 2014)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는 젠더 관
계의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2차 인구전환이 진행된 결과, 근대가족은 무너졌는데
대안적 흐름은 대두되지 않는 교착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때문에 기존의 근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현 상황을 진단한다.
오치아이의 이와 같은 시도는 일본가족특수론과 전통문화론을 넘어서 근대가족의
보편적 흐름 속에서 가족 변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구와 젠더
를 축으로 삼아 가족 변화의 내부 동학을 규명하는 논리를 구축하고 이것을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틀을 확보하려는 이론적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개인화론이 가족 변동을 설명하는 분
석틀로서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구통계와 거시적 지표 분석에서 나아가 개인
이 가족 의무를 회피하고 수용하는 미시적 역동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인화론에서 비혼화는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의 통계적 감소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왔고 이때 비혼자는 결혼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전략가 혹은 기존의 사
회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되고 배제된 이들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현실
에서 상당수의 비혼자가 자신의 장래를 저당 잡힌 채 부모 돌봄이라는 전략적이지
못한 행위에 매어 있다는 현실을 시야에 넣지 않고 있다. 또 비혼자들 중 상당수가
잠정적인 결혼 상대를 두고 결정을 미루거나 조건 부족으로 행위 불능의 상태에 놓
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이 갖는 비중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현
실을 해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
재 진행되고 있는 비혼화를 둘러싼 상황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
다. 동시에 비혼 연구의 초점을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에서 비혼자의 실제 삶으로 확
대할 필요도 제기된다.
비혼을 결혼에 따른 위험의 회피 혹은 관계 혁신의 불능이 낳은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대가족론에 기반한 여성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관점이
다. 오치아이는 일본의 비혼자는 단지 결혼을 기피하고 있을 뿐(落合恵美子 2008)이
라고 우회적으로 폄하했지만, 우에노 치즈코와 오구라 치카코는 비혼 여성이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 몸에서 나온 녹이 쇠를 부식시키듯 결혼을 미루는 여성들
의 증가가 성별분업에 기반한 기업사회 일본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上野千鶴子·
小倉千加子 2002)라고 논평했다. 이처럼 비혼자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근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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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혼자를 근대가족 해체의 부산물이며 가족의 잔여범주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 연구는 일본에서 비혼자 집단이 전후 근대가족
과 함께 형성되었으며 가족과는 다른 가치를 제시하는 집단으로서 존재를 확장해왔
다는 역사적 맥락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비혼자들이 일본 사회를 부식시키는 ‘녹’
이 아니라 젠더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활성화시키는 ‘효소’로서 작용
해 온 측면을 규명하고 드러내려 한다.

2)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쇠퇴와 돌봄
한 때 ‘사회’는 자명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단서 없이 ‘사회’를 말하는 것
은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앨리엇과 터너(2015: 27)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를 거
부하는 정조가 어디에나 그득”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보드리야르가 사회가 시뮬
라크르의 초과 실재 속으로 용해되어버렸다는 선언을 한 이래, 많은 논자들이 사회
의 죽음을 거론했다. 그 중에서도 사회를 개인화된 행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유령
같은 단어, 즉 이미 죽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좀비 카테고리로 포착한 벡
(Beck·Beck-Gernsheim 2002)의 정의가 가장 명료하게 와 닿는다. 벡은 개인화에
따른 중간집단의 소멸을 근거로 사회의 죽음을 선언했다. 한편 사회가 희미해진다는
감각은 전지구화에 따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회적인 것과 국민적인 것의 결
합이 느슨해지면서 촉발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정보, 돈, 물자, 사람이 이동하
는 속도와 범위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따라 사회를 인식하던 과거의 감각을 현저하
게 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죽음이 지금처럼 기정사실로 유통되게 된 배경에는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규범 개념으로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쇠퇴가 있다. 이때 사회적인
것이란 사회적 연대 혹은 복지국가로 구체화되는 사회보장을 의미한다. 대처는 사회
적인 것의 후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1980년대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는 “사회
라는 것은 없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이다”라는 선언을 앞세워 노조와 복지국가의
급여시스템을 파괴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개입을 요청하는 의
존적인 사람들과 건강한 남성 노동자로 표상되는 자립적인 사람들 간의 경계도 무
너졌고, 후자도 대량으로 사회적 보조가 필요한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은 흔히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로 총괄된다.
신자유주의 독트린은 서구국가 내에서는 최소한의 통치기술을 적용했지만 제3세
계 시장은 충격적으로 개방시킴으로써 사회적인 것을 단번에 걷어내는 충격요법을
구사했다(클라인 2008). 때문에 주변부의 삶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대부분 신자
유주의를 지역의 삶을 위협하는 외부의 추상적인 힘으로 간주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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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해 왔다. 그러나 퍼거슨은 신자유주의가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에게 나쁘기 때
문에 반대해야 마땅하다는 천편일률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한다(Ferguson 2010). 그
는 서구에서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있을 때 남아프리카에서는 신자유
주의 때문에 복지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복지를 옹호하는 정책적 주장으로 배치되고 작동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가 주요한 사례로 제시한 것은 1994년 민주적 독
립을 이룬 남아프리카에서 전개된 기본소득(Basic Income Grant: 이하 BIG)캠페인
이다. BIG 는 독립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새 정부가 위기에 빠지자 신자유주의 체제를 방위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새롭게 출
현한 복지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시행중이며, 모든 남아프리카인에
게 수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매달 한 사람당 약 16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BIG 는
사회안전망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되게 하는 도약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
회적 지원에 접근한 것이며 가난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는 사
례로 볼 수 있다(Ferguson 2015).
이 밖에도 서구적인 의미의 사회적인 것의 형성이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에 놓인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BIG 와 유사한 방식으로 복지가 개입된 사회적 급부와 신자
유주의가 함께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세계에서 발전한 통치술이 3세계
의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보기보다 불안정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인 것의 생성과 발전
양상이 인종과 계급,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인
것의 종말을 말할 때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와 개인의 연결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개혁도 통상적인 이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던 서구에서와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이
환영받았던 것이다. 니헤이 노리히로(仁平典宏 2014)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본에서
환영받았던 배경에 일본형 생활보장시스템의 특성과 그것이 낳은 공백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은 의미에서의 복지국가가 성립했던 적이
없다. 전후체제가 기업이나 가족 등의 중간집단에 사회보장기능을 대체시켜왔기 때
문이다. 이 가족-기업시스템은 강고한 성별분업에 기초하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가
족 즉 여자가 복지프로그램을 대신해 온 셈이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안정된
직장이나 가족이라는 확고한 중간집단이 무너지고 개인은 종래의 사회보장의 외부
로 방출되기 시작했다. 또 거품경제 붕괴 이후 가족복지가 흔들리는 속에서 실업과
비정규 고용이 증대하여 기존의 생활보장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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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봉착한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등장한 고이즈미 정권은 고용을 유동화하고
연금급부를 축소하는 한편으로 수익자부담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했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존의 생활보장시스템의 외부로 방출된 다수의 새로운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따른 공급량의 증대라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신
자유주의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포섭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삭감하는 것
이었던 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것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를 맞이했기 때문
에 사회서비스의 삭감뿐만 아니라 창출에도 공헌한다는 측면이 부각된 것이다. 그
때문에 일본판 신자유주의는 광범한 지지를 획득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개인화가 복지국가가 아니라 중간집단으로부터 방출되는 양상으
로 전개되었다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방출된 이들이 시장으로 포섭되는 것이 아
니라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으로 포섭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한 가능성의 현실화에
강력한 제동장치로 작용한 것이 ‘자기책임론’이다. 이 신자유주의적 구호의 효력은
서구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강하게 작용했다. 전후 일본에서 구축된 자립의 신화 덕
분이었다. 전후 약 20년 동안 전개된 고도경제성장기에 기틀을 다진 일본형 생활보
장 시스템은 기업복지와 가족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생활
보호제도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상 연령상의 문제로 일할 수 없
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특화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조로부터 ‘자립’하는 것은 온전
한 사회구성원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간주되었다. 자립에 대한 칭송은 1980년대까
지도 이어졌다. 특히 돌봄과 가족의 연결을 보수파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수호해왔
다.

이처럼 자립에 대한 내면화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억누르고 있

는 것은 일본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초래하는 ‘자립 불가능한’ 구성원의 증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
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세대 간 돌봄은 인간사회에서 일종의 도덕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인류학은 세대 간 돌봄의 실천이 세대 간 관계와 친족의 복잡한 그물망
을 통해 회전하는 희소자원의 한가지라는 것에 일찍부터 주목해 왔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돌봄제공자는 대개 젠더, 결혼, 출계, 유산, 그리고 태어난 순서에 따라 결
정되어 왔다(Buch 2015). 한편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대 간 돌봄은 새로운 의
학기술, 경제 이데올로기, 이민과 사회정책에 따라 변화한다(Cohen 1998). 현재 산
업화된 세계에서 사회적인 것의 쇠퇴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대 간 돌봄의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울 것인가가 공통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세기
서유럽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나이든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후퇴는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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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부식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대 간 연
대로 이해되어 왔던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면서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에 복지국가를 파괴하는 역행형(roll-back) 신자유주의가 몰
아닥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1990년대 정부가 NPO 법이나
기업 등을 활용해서, 공동화된 커뮤니티나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원형
(roll-out)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였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무연고노인을 방문하는 자
원봉사자들의 실천이 “윤리적 시민의식”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그와 같은 자원봉사
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Muehlebach 2012).
아시아에서 노인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다. 중국에서
는 시장개혁이 도시지역에 있는 고령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자
녀 정책은 자녀와 며느리들이 나이든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축소시켰다. 그
결과 발생한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년기 재혼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벌어지
고 부모 돌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도법을 국가가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
다(Miller 2004; Zhang 2007, 2009). 또 일본에서는 인구 변화에 따라 가족의 돌봄
역량이 축소되고 부계직계가족 안에서 ‘전통’으로 간주되어 왔던 며느리의 돌봄 역
할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세대 동거주택과 개호
보험제도와 같은 정책들이 발달해 왔다. 일본에서 고령화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사
회적인 차원에서의 세대 간 돌봄과 가족 안에서의 돌봄을 둘러싸고 새로운 협약과
연대를 창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비혼 자녀와 고령기 부모의 결합
에 주목하여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비혼 여성뿐만 아니
라 비혼 남성의 부모 돌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세대 간 협약의 측면
뿐만 아니라 젠더 간 협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3) 성별분업과 젠더
성별분업과 젠더 구조는 1980년대부터 발달한 일본의 여성학과 근대가족론의 중
심 주제다. 먼저 타문화로서 일본의 성별분업과 젠더 구조에 대한 에스노그래피를
중심으로 개괄한 후 비혼자와 비혼됨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후 일본에서 형성된 근대가족은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가족론의 모범 사례라
고 할 만한 것이었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명확한 성별분업으로 이루어진
‘사라리만(salary man)’과 전업주부의 조합은 한때는 완벽한 기능적 보완물로서 일
본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일본 경
제가 세계의 경제 기적이라 불리던 1980년대까지는 영어권에서 일본 주부의 전문성
과 가정에 대한 높은 헌신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일본에서 근대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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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1958년 에즈라 보겔은 1년 동안 도쿄 교외지역에서 신
중산층 가족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했고 이에 근거해 일본 신중산층 연구의 고전
이 된 『Japan’s New Middle Class』(1968)를 저술했다. 수잔 보겔은 당시 남편의
현지조사를 공동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일본 여성들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
를 계속했고 일본의 주부를 설명하기 위해 ‘전문적 주부(Professional Housewife)’
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Vogel 1978). 또 1970년대 도쿄 교외를 무대로 한
이마무라의 에스노그래피(Imamura 1987)는 주부들의 활동적인 생활에 주목해 취
미, 학부모 네트워크로부터 지역의 정치활동 참여에 이르기까지 그 활약상을 다채롭
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마무라는 “정치활동이든 다도든, 주부가 종사하
는 활동은 어느 것이든 좀 더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한 것에 불과해서, 만일 주부 역
할과 그 외의 활동 사이에 알력이 발생하면, 즉시 폐기되는 것은 가정 밖의 활동
(Imamura 1987: 129)”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주부는 다른 활동에 종사할 때도 역
시 가정을 우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양처현모의 틀 내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남녀 불평등에 대해 왜 일본 주부들은 (서구 주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은 1980년대까지 서구의 ‘일본주부연구’에 일반적
으로 깔려 있던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대해 리브라와 헨드리는 일본 주부의 가정 내
권한이 절대적이고(Lebra 1984) 주부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의 역할을 최우선시하는 것에 그녀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Hendry 1993)
고 해석했다. 이것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앨리슨은 자신의 자녀를 일본의 사립 유
치원에 다니게 한 경험을 통해서 열성적인 자녀교육에 작용하는 일본인 만들기라는
국가 기획의 그림자를 묘사한다(Allison 1996). 접근 방향은 각자 다르지만 이들의
연구는 일본 여성을 젠더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고 자발적으로 기꺼
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970년대까지의 일본문화연구가 전체로서의 일본 사회의 모델, 구조, 패턴을 추출
하려는 총체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면 1980년대 이후는 행위자, 실천, 맥락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접근으로 특징지어진다(Kelly 1991). 이것은 기존의
일본은 왜 서구와 다른가?라는 질문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 속에서 서구를 보편
으로 간주하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문제제기를 낳았고,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와 여성연구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콘도의 도쿄의 전
통과자 공장에서의 에스노그래피(Kondo 1990)는 일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
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제시했다. 콘도는 도쿄에 있는 전통과자 공장에서 현지조사
를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이자 공장의 단시간 노동자7)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
7) 파트타이머를 의미한다. 파트타이머는 단시간 노동이라는 점에서 아르바이트와 겹쳐지지만
대개 아르바이트보다는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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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 미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인류학자로서의 정체성 위기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콘도에 따르면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애매한 것이며
교섭되고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체성을 문화적 각본이 일상적 상황의
권력 관계 속에서 상연되는 것(enactment)으로 파악해야 한다(Kondo 1990: 24).
이러한 틀로 콘도는 공장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구성과 젠더의 상연을 분석한다.
먼저 정규직인 직인(職人)남성들의 정체성은 콘도를 포함한 단시간 노동자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은 여성들의 놀림이나 뒷소문
혹은 간접적인 불만 표출에 의해 ‘위협’당한다. 그러는 한편으로 단시간 노동을 하
는 여성들은 앞서 소개한 에스노그래피 속의 ‘일본 여성다운 일본 여성들’과 마찬가
지로 직장에서의 차별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는 표출하지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받는 대로의 여성상을 상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콘도는 이 다의적인 정체성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일본 여성’이라
는 주장을 펼치면서 여성들이 문화적 젠더 규범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위
치에서 행위하고 교섭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조에 교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에 주목한다(Kondo 1990: 299).
일본 주부의 정치활동에 관해 현지조사를 수행한 르블랑(LeBlanc 1999)도 정체성
에 관해 콘도와 유사한 관점을 원용한다. 그는 주부들의 정치활동에서 나타나는 정
체성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이라는 측면에 천착했다. 그가 보기에 시민운동에 종사하
는 여성들은 종래의 주부 역할을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한사코 자신이 ‘보통
주부’라는 정체성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래의 일본 여성에 대한 에스노
그래피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자기표현을 양처현모로의 회귀로 분석해 왔지만 르
블랑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전략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르블랑에 따르면
“많은 일본 여성들이 스스로의 공적 활동을 주부 역할의 연장으로서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갖는 제한이나 구속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주부’가 편리하기
사용한 라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가정 밖으로 나갈 때 스스로
의 헌신성이나 전문성,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공헌할 가능
성을 단적으로 제시해주는 라벨로서 ‘주부’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Le-Blanc 1999: 32). 즉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이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내부로부터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처럼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저항에 대한 접근은 비혼 여성들의 일에 관한
연구에도 활용되었다. 일본 기업의 이른바 ‘OL(오엘)’은 여성 회사원이나 사무원을
지칭하는 일본식 영어인 Office Lady 의 약칭인데, 기업에서 ‘마누라역’으로 간주되
고 종종 주부와 유사한 존재로 묘사되어 왔다. 고전적인 OL 론에서 이들은 “보조적

-18-

이고 반복적인 ‘여성의 일’을 하면서 일은 단지 결혼으로 가는 길로만 여기는 이
들”(McLendon 1983)로 묘사되거나 “스스로를 단기적인 존재로, 커리어와는 인연이
없는 사원으로 간주하고 남성들과 대등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남녀의 분업을 긍정하고 있다”(Iwao 1993)고 간주되어 왔다.8)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위와 같은 OL 론을 쇄신하는 시각도 잇달아 등장했다. 페
인터(Painter 1996)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여성에게 불리한 직
장 내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파견직9) 여자사원들이 상사를 놀리고, 직장을
놀이터로 바꾸고, 기존의 권력 관계를 패러디화 해버리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처럼
직장 내 권력 관계의 전도를 주제로 다룬 것 중에서 오가사와라 유코(Ogasawara
1998)의 도쿄의 은행에서의 에스노그래피는 제임스 스콧의 “일상적 형태로서의 저
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의 양상을 생생하게 그려낸 연구로 주목받았다.
오가사와라가 그려낸 ‘직장의 꽃들’은 뒷소문이나 보이코트라는 전략을 통해서 직장
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오가사와라는 남성 사원이 여성 사원에
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기업문화의 특성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지
배자에 대해서 약자가 행사하는 기묘한 영향력(Ogasawara 1998: 158)의 존재를 그
려낸다. 그러나 페인터도 오가사와라도 위와 같은 종속적 지위에 놓인 여성들의 저
항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업계의 계통적 구조
는 주도면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놀이나 융통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고 있기”(Painter 1996: 54)때문이다. 또 “반항적인 OL 들은 아이러니하
게도 전통적인 젠더 관계를 강화해버리는데, 남성에게 대드는 것으로 그녀들은 ‘여
성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전통적인 젠더 역할
을 상연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Ogasawara 1998: 162). 여성들의 일상적인
저항은 따라서 조직 내의 젠더 불평등을 시정하는 커다란 변혁에는 연결되지 못하
고 오히려 사회적 범주로서의 여성을 한층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 종속이 교란
을 부르지만, 반발이 구조의 재생산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OL 역시 주부와 마찬가
지로 닫힌 세계 안에서의 자유를 향수하고 있는 셈이다.
주부나 OL 처럼 ‘평범한’ 직업이 아닌 여성들의 경우는 어떤가? 이들의 경우는 지
8) OL은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사무직이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칭이다.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 범주로는 사용되지 않는
다. 1960년대 BG(Business Girl)을 대신하는 용어로 등극한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2000년대 이후 취업 여성들의 커리어가 다양화되고 사무직 여성들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
면서 점차 사어(死語)가 돼가고 있는 추세다.
9) 단시간 노동이 고용상의 지위와 더불어 근무 시간 혹은 근무 방식에 의해 정규직과 구분
되는 것에 비해 파견 노동은 고용 계약상의 지위에 의해서만 정규직과 구분되는 비정규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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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성별분업과 젠더 구조의 예외적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 리자 댈비는 1970년
대 스스로가 교토에서 외국인 게이샤로 일하면서 게이샤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했
다. 그 결과 댈비는 “게이샤의 스타일은 확실히 여성적인 것이지만, 일본여성다움의
전형으로 이야기되는 연약함이나 종순함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Dalby 1983: 174)
고 지적한다. 더불어 게이샤를 예능에 전념하고 높은 직업의식을 지니고 연회를 교
묘하게 조작할 줄 아는 자기충족적인 존재로서의 ‘예외적’ 일본 여성이라고 묘사한
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직접 클럽의 호스티스로 일하며 밤의 세계를 참여관찰한 앨리
슨은 댈비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앨리슨은 게이샤나 호스티스를 중심으로 파악
한 일본의 밤문화가 실은 기업사회에서 남성 정체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징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밤의 세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남성
그룹에게 봉사하고 그들 간의 유대를 깊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
은 구성물 혹은 상징으로 변화되어 간다”(Allison 1994:167)고 지적했다. 때문에 앨
리슨은 엔터테이너 여성들이 일견 화려하고 일탈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양처현모
의 규범 안에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게이샤가 됐든 호스티스가 됐든 그들이
담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기업전사들을 보조하는 순종적인 부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앨리슨의 주장 역시 일본의 주부를
전형적인 이미지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댈비와 마찬가지 한계를 지닌다.
댈비와 앨리슨은 공통적으로 게이샤나 호스티스와 대조적인 존재로 일본 주부들을
설정하고 그들을 양처현모의 화신으로 타자화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범한’ 일본 여성을 순종이라는 전형성으로 포착하는 것은 현실의 반쪽만 상대하
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평범한’ 일본 여성을 종순한 주부상으로 전형화하는 것은 증가하고 있는
비혼 여성을 ‘규범 일탈자’로 간주하는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
다. 1980년대 이후 비혼 여성들은 일본의 외식업, 문화공연, 여행 등의 소비산업을
선도하는 고객층으로 부상했다. 이들의 존재는 결혼과 가정을 중심으로 구축된 여성
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도쿄 도심에서 혼자
사는 비혼 여성들은 신세대 비혼 여성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미디어의 집중적 조명
을 받았으며, 「아라포(around forty)」나 「오히토리사마(おひとりさま)」10)등 이들을
10) 오히토리사마는 사전적 의미로는 한사람(一人)을 공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최초로 오히토
리사마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저널리스트인 이와시타 쿠미코였다. 2001년 동명의 수
필집 『오히토리사마』(岩下久美子, 2001)에서 “자립한 성인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를
정의하여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으로 제시했다. 이후 우에노 치즈코가 혼자 사는 노후에 관
해 저술한 『오히토리사마의 노후』(上野千鶴子 2007)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중화된 용
어가 되었다. 드라마 「오히토리사마」는 2009년 TBS에서 10부작으로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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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한 드라마도 잇달아 제작되었다. 이러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기 일에 열
정적이고,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세련된 도시소비자로 살아가는 여성들로 그려진다.
아시아 여성의 행위성(agency)을 규명하려는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최근
의 연구는 주로 미디어에 나타난 이들 비혼 여성에 대한 담론 분석에 집중하고 있
다(Freedmana·Iwata-Weickgenannt 2011; Dalesa 2014). 이들의 연구는 비록 비
혼자에 관한 본격적인 에스노그래피는 아니지만 비혼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
에서 참고가 되었다. 특히 오히토리사마 담론을 분석한 데일즈(Dales 2014)의 접근
방식은 비혼 여성의 에이전시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제공하는 담론을 통
해 삶의 조건이 상이한 비혼 여성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의 효과로서 개념화하
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독립의 실천
을 비혼됨과 깊이 결부된 것으로 표상해왔다는 점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 데일즈의 접근은 한계를 지닌다. 담론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여자가 자립적 개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혼취업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상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역
으로 기존의 젠더 질서를 추인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누리는
자립과 자유는 결혼한 여성이 누리는 제약과 부자유와 깊이 결부되어 있으며 양자
의 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가사와 돌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성성
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토리사마를 비롯한 비혼됨의 담론은
결혼 밖에서 살아가는 자유롭고 온전한 여성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젠더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안에 있는 여성의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담론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관심이 비혼 여성이 결혼 밖에서 수행하는
일상적 실천 가운데 유독 소비행동에 치우쳐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소비 외에도 결혼 밖에서 수행되는 가족 돌봄은 비혼 여성의 비혼
됨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이 가족 돌봄의 실천은 비혼 여성의 여성성이 대항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의 젠더 질서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
기도 하다.

3. 이론적 자원

1) 구성(making)의 두 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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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것처럼 베버는 행위를 “행위자에 의해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 인간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그 행위에서 타자의 행동에 관련된 것을 사회적 행위로 규정했
다. 그리고 사회적 행위야말로 사회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주관적 의미, 의도, 마음의 타자에 대한 지향 여부에서 사회적 행위의 원천을 구하
는 베버식 정의에 따르면, 특정한 사회적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의도를 실현시키려는 수단이나 조건을 갖추면 가능한 것이다. 이
때 권력은 그 의도의 실현을 방해하는 힘으로서 외부로부터 개입하는 것으로 상정
된다(코저 2004). 기존의 비혼연구의 상당수는 위와 같은 베버식 행위론에 의지해
‘결혼을 하지 않는 행위’로서 비혼을 분석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
면 자유결혼이 보편화된 현대 일본에서 비혼자는 결혼을 행위할 마음이 없거나 결
혼을 행위할 수단이나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그 동
안의 비혼연구를 총괄한 논문집인 『결혼의 벽: 비혼·만혼의 구조』(佐藤博樹·永井暁
子·三輪哲 2010)에 실린 연구들은 그와 같은 접근을 대표한다. 총 3부로 나뉜 이
논문집은 1부에서는 사회가 변화해서 남녀 간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기회가 줄어든
것을 제시하고 2부 결혼의식을 다루는 장에서는 주로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왜
여자들의 마음이 결혼에서 멀어졌는가를 탐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결혼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경제력이나 친구 관계를 주로 남자들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 애초에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탐구하는 이런 연구는 마음을 신비화하
거나 혹은 그 반동으로 경제결정론으로 기울기 쉽다. 위 논문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책연구의 성격을 띤 논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이 결혼을
둘러싼 요인에 대한 잡다한 열거와 막연한 추정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하지
않은 결혼’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여자는 부양받는 수동적인 존재, 남자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기존의 젠더 질서를 추인하고 강화한다는
점이다. 결혼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특히 이미 확립된 분류기준에 따라 남녀를 구분
하고, 그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남녀 간의 차이를 도출하는 연구가 유행한다. 위 논
문집도 젠더 관점에서의 비혼연구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그 자체를 상대화
하거나 성차를 문제 삼는 관점은 들어설 곳이 없어 보였다.
이에 비해 행위를 행위자의 의도의 실현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비혼을 행위 불능이 아니라 생성과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 증가한 이런 경향의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이후 일본
에서 부상한 비혼 여성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담론 분석에 주력한다(Freedmana
·Iwata-Weickgenannt 2011; Dales 2014). 이런 연구에서 비혼(singlehood)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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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담론적 구성물이며 일종의 기호로 간주된다. 그러나 상업적 미디어가 구성하
는 비혼은 연애와 소비의 주역으로서의 도시 전문직 여성들의 삶에 쏠려 있다. 비정
규직과 빈곤에 내몰리거나 누군가를 돌봐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비혼자들은 미디어
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듯 미디어 이미지와 현실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디
어 담론에 주목하는 연구자들도 의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격차를 논의 안에 통합하
는 것에 실패한다. 즉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호 차원의 분석의 새로움을 강
조할 뿐 양자 간의 차이를 규명하거나 통합하는데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비혼은 담론적 구성물인 만큼이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배제와 제도적 차별의
범주다. 따라서 비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론과 현실 양자를 통합
하는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셰리 오트너의 해결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오트너는 자신이
행위자가 의미를 생성하는 측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베버와 기어츠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Ortner 2006: 16-17), 해석적 상징인류학에 실천이론을 끌어들여서 담
론과 현실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담론과 지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만큼 행위자의 의도도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Ortner
1996: 1-2). 그는 베버가 행위론에서 권력을 외부적 구속이나 제한으로만 간주했던
것이나 기어츠가 문화에서 의미와 권력을 대립시키면서 행위를 구성하는 권력의 힘
을 무시했던 한계를 지적하면서, 권력을 억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재배치하면서 행위성(agency)의 문화적 구성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Ortner 1996; 1999a; 2006). 오트너는 주체를 담론의 구성물로 간주하는 구성주의
(constructionism)의 방법론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주어진 이데올로기나 담론적 형
성이라는 틀 안에서 정체성과 주체의 위치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행위자(actor)의
관점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세계를 만들어가는가에 주목하는 방법론은 “텍스트적
이라기보다는 에스노그래픽하고, 해석적 혹은 해체적이라기보다는 묘사적이고 분석
적인 것”(Ortner 1996: 1-2)이라고 양자를 대비시킨다. 그러면서도 양자가 모두 세
계의 ‘구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작업으로 접맥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트너의 말대로 행위자들도 의미의 생산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고 동시
에 담론과 지식도 세계를 구성한다면 이 두 개의 구성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이
에 대해 오트너는 양 갈래를 making 으로 총괄하면서 둘을 통합하는 관점으로서 실
천이론을 제시한다. 실천이론의 틀에서 인간의 행위(action)는 주어진 사회 문화적
질서 즉 구조에 의해서 제약되지만 동시에 구조를 만든다(make). 이때 ‘만든다’는
것은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변형하거나 혹은 둘 다를 의미한다.
오트너에 따르면 실천이론은 초기의 구조적인 결정론들, 예를 들면 파슨스의 시스
템이론이나 그 계열의 기능주의, 레비스트로스적 구조주의, 기계적 맑시즘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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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대응으로서 등장했고 피에르 부르디외, 앤서니 기든스, 마샬 살린스 등이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힌다. 그러나 오트너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천이론은 고전
적 의미의 이론이 아니다. 이론으로서의 체계나 거대 서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기능
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것 같은 항상성과 통합성의 규범도 전제하지 않는다. 실천이
론에는 오로지 인간 행위는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동시에 늘 구조를 만들거나
(make) 잠재적으로 그것을 해체한다(unmake)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Ortner 1984;
1996; 2006). 따라서 실천이론은 역사와 사회생활에서의 권력의 작동을 세심하게
살피는 작업을 요구하며 그것이 불충분할 경우 몰역사적이고 권력의 문제에 둔감한
기능주의나 구조주의로 회귀해버린다. 특히 실천에 따른 사회 변동이 아니라 사회재
생산의 측면을 강조한 기든스와 부르디외의 이론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
적한다(Ortner 2006: 17-18).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차원의 ‘구성’을 실천이론으로 접합하려는 시도가 아슬아슬
한 타협이라는 점에 대해 오트너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양자가 긴밀한 연관으로 통
합되지 못하면 연구는 결국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인류학
자들이 행위성의 의도(intention)를 탈맥락화된 저항 관점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Ortner 2001)고 지적한다. 이것은 인류학적 현장연구가
단지 행위자의 의도를 추출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의미의 생산을 통
해 이 세계에 작용하는 힘과 질서에 개입하고 그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측면을 입
체적으로 포착해야한다는 점에 대한 강조로 해석할 수 있다. 오트너 자신은 30년
이상 세르파족에 대한 현장연구를 했고 일련의 저작물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 실제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 그의 에스노그래피에 등장하는 행위자
들은 서구인들의 막강한 권력에 휘둘리고 제한당하면서도 스스로가 의미와 권력을
생산하고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지극히 창발적인 행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Ortner 1989; 1999b; 2006). 이 점에서 오트너는 “모든 인간존재는 앎의 능력이
있는 행위자고, 매일 생활에서 그들 행동의 조건과 결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
다”(Giddens 1984)고 규정한 기든스와 입장을 같이 하고 계몽적 주체의 해소를 시
도한 푸코 등의 후기구조주의 철학과 선을 긋는다.
위와 같은 오트너의 시도는 베버식 행위론에 의거한 접근이 갖는 한계를 주체를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오트너를 원용한다면 구성적 관점에서 비혼을 파악한다는 것이
반드시 담론 분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행위자들이 결혼과 가족, 인생
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족적 실천을 하는지에 주목해,
그것이 어떻게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수정하고 있는가를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점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위성에 주목하면서도 비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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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능이나 저항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
나 오트너는 담론과 면대 면 상호작용이라는 서로 다른 두 차원의 구성이 어떤 관
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는 일반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자
를 통합해서 비혼연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2)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강조된 여성성

페미니즘 관점에 선 남성성연구의 대표자 가운데 한사람인 R.W.코넬은 젠더와 권
력의 역동을 포착하는데 실천이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몸을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젠더가 유동적이고 가
변적인 것만큼이나 제도적인 활동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게 젠더는
수행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고, 담론에 지배되는 것만큼 제도와 관행에 묶여 있다.
하지만 그는 젠더를 일종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젠더 구조란 게
일 루빈이 제시한 sex/gender 시스템처럼 모든 사회에 통용되는 기본 구조의 형태
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젠더와 관련해서 빈출하는 관계의 유형 혹은 그러
한 질서가 전체 사회 범위에서 압도적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의미에서만 구조로 간
주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R.W.Connell 1987).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젠더를 기
호로 파악하는 관점이 의미화 놀이, 담론의 다수성, 주체 위치의 다양성을 강조하면
서 경직된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젠더가 산들바
람에 나부끼는 가을철 낙엽 같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을 있음을 경계한다. 그에
따르면 출산, 양육, 젊음과 노화, 스포츠와 섹스의 쾌락, 노동, 부상, 죽음 등 몸의
물질성에 기반하고 있는 젠더의 사회적 과정은 재귀적 몸실천을 통해 젠더 구조를
형성한다(R.W.코넬 2013: 108). 즉 몸실천은 역사적 무게와 견고함을 지닌 구조를
형성하고 또 그런 구조가 몸실천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성되는 젠더 관계는 젠더 간 불평등 즉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라는 단일한 구조적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 즉 무엇이 남자다운 것이고, 여자다
운 것인가, 나아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가는 유동적이지만, 한편으로 이것들은 남
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젠더 질서에 의해 강하게 규정을 받는다. 오늘날 젠더 질서
의 핵심은 가부장제, 성별분업, 이성애로 나타난다. 코넬은 이러한 남성지배 질서의
작동을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한
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란 한 사회가 사회·문화적·제도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이상적 남성성이다. 코넬이 제시하는 이 개념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가 면대 면 상호
작용과 구조라는 상이한 차원이 만나는 상징적 지점을 포착하는데 헤게모니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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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고 있는 점이다. 헤게모니는 잘 알려진 것처럼 그람시가 이탈리아의 계급 관계
분석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물리적 혹은 경제적 폭력에 따른 지배와 대비해 제도나
이데올로기 등 보다 확장된 사회적 힘의 작용을 통해 성취된 사회적 우위를 활용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배 방식은 다른 그룹들과 항상적으로 경합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배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광범한 수단과 힘을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점이다. 누가 혹은 어떤 이미지가 헤게모니적 남
성성을 실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다수의 동의를 획득하고 왜 다수
가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미지 자체뿐만 아니라 제도, 이데올로기, 개인의 의식 등
다양한 장소(site)에서 이루어지는 실천과 구조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현재 모습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장 흔하다는 의미에서의 지배적인 남성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근간으로 삼으며, 그것을 기반으
로 다른 남성성들을 통제하고(policing) 여성성들을 복종시킨다. 헤게모니적 남성성
은 한편으로는 여성성과의 차이에 의해 정의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남성성들
과의 차이를 통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 성별분업, 이성애로 짜인 근대 사
회의 젠더 구조에서 동성애 남성은 이성애 남성에 비해 여성에 가까운 것으로 위치
지워지며 그 때문에 종속적이고 열등한 남성성으로 규정된다. 또 젠더 구조가 계급
이나 에스니시티 등의 다른 사회 구조와 교차할 때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발생
한다.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노동계급이나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남성성을 주변화
하면서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까닭에 실제로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를 완벽히 체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
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배당금(patriarchal dividend)을 공유하는 남
성 일반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공모적
남성성의 존재다. 이렇듯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복수의 남성성들 간에는 지배와 종
속, 주변화와 권위 부여, 공모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것들 간의 경합, 재구성, 대체를
통해 헤게모니를 갖는 남성성 또한 변화한다.
코넬 이전에도 남성성이나 헤게모니에 착목한 연구들은 있었다. 하지만 코넬의 헤
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이 성공적인 것은 다른 연구자들도 지적한 것처럼(Demetriou
2001; Messerschmidt 2011) 남성성들의 관계와 여성성과의 관계를 동시에 포착해
서 그 복수성과 중층성을 권력의 관점에서 통째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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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이 남성성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여성성 분석에도 적용된다.
여성성의 유형들 역시 역사적이며 새로운 여성성의 형태가 부상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 또 여성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재현은 반드시 그 사회 속에서 실
제 살아가는 이들의 여성성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 간에
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여성성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전반적인 종
속이라는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자들 사이에서 헤게모니적 남성
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여자들 사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성성은 없다. 코넬은
여성성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받는 여성성
의 유형을 강조된 여성성(emphasized femininity)으로 정의한다. 이 강조된 여성성
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를 가장 순응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여성성
의 형태다. 즉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유지하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강화하는데 기
여하는 여성성인 것이다. 그러나 코넬은 강조된 여성성이 다른 여성성들과 맺고 있
는 관계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보완하기를 거부하는 대항적 여성성들의 존재를 규
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그의 논의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기능적으로 “딱 들어맞는 조화가 있는”(Connell 1987: 185)것처
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근대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는 강조된 여성성의 형성에 남성성
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전략과 여성성 내부의 경합이 상존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러한 상호작용이 비혼이라는 대항적 여성성의 출현
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코넬의 작업은 비혼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도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코넬의 틀을 빌리면
비혼이 구성되는 장소가 젠더 질서 안이라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혼
이 가족을 만드는 주요한 장치이며, 가족이 젠더의 제도화된 형태로서의 젠더 체제
(gender regime)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비혼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젠더
질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구성된다. 바꿔 말하면 근대 일본에서 비혼이라는 실천
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여성성의 도전 속에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혼의 구성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을 살피는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가 반
드시 여성을 무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되며, 잠재적으로 지
배와 종속의 젠더 질서를 동요시키고 그 지반을 무너뜨리는 대항적 여성성으로서의
비혼이 구성되는 것을 제시하는 작업이 된다.

3) 정체성 정치와 친밀권(親密圈)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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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된 근대국가에서 신분적 위계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
종의 믿음으로 널리 공유되어 왔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실제로 존재하는 신분적 위
계 구조를 비가시화하거나 저평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마샬의 시민권 개념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의 보장에 의해 교정되어야 할 불
의라고 규정했다(마샬·보토모어 2014). 시민권을 통해 경제적 위계 구조에 대한 정
치적 투쟁을 정당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킴리카가 지적한 것처럼 마샬이 시민권을
생각했을 때 신분적 위계 구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마샬 당시의 영국에서도 아일
랜드인보다는 영국인이,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성애자보다는
이성애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쪽이 분명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하
지만 마샬에게는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처럼 권리의 보장에 의해 교정되어야 할 불
의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킴리카 2006: 462).
신분의 위계 구조에서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법을 비롯해 학교 등의
교육기관, 박물관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미디어와 그것이 만들어낸 통념에 광범하
게 내재화되어 이들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가
되서야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과 다른 차원의 불의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가시화되기
어려운 ‘무시’에 저항하는 투쟁이 ‘인정의 정치’ 혹은 ‘정체성의 정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킴리카에 따르면 정체성 정치라는 최근의 경향은 지난 몇 십 년간 사회적 소수자
를 점차 재정의하게 만든 문화적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이전에 동성애자나
장애인 같은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성적 혹은 신체적 편차 개념을 통해 정의함
으로써 자신들을 우연적으로 모인 개인들의 집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날 이들은 매우 강하게 자신들을 공동의 역사, 언어 그리고 감수성을 지닌 문화적으
로 통합된 공동체로 특징짓는다. 이렇게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사회적
으로 차별받는 집단들은 문화적 고유성을 존중받기 위해 투쟁하는 종족적 집단과
함께 자신들도 같은 전선에 있다고 보는 자기 이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무엇보다도 사회적 차별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공통점으로 하는 수많은 사회적
집단은 점진적 재정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제의 위기로부터 벗어
나 고유한 문화를 구성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의 형태
변화의 결과로 문화적으로 정의된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전체 스펙트럼은
게이 공동체에서부터 장애인운동 집단을 거쳐 종족적 소수자에 이르고 있다.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이 확인해주는 것은 이 모든 새롭게 등장한, 더 정확히 말한다면 ‘구
성된’ 집단이 각기 자신들의 문화적으로 정의된 속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는
점이다(Kymlicka 1998).
그러나 비혼자 집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의 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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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혼자들은 본질적 속성의 공유에서 유래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운 집단이며, 자신들만의 특수한 문화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집
단으로 규정되기도 어렵다. 비혼자가 증가하는 것은 후기근대의 보편적인 사회분화
의 과정이며 이것 자체가 모든 사회에서 부정적이거나 문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혼자의 증가가 안경 쓴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혼자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가족 관
계와 젠더 질서에 결부되어 있는 사회 구조적인 그룹으로서 사회집단의 성격 또한
지니기 때문이다.
아이리스 영에 따르면 사회집단(social group)은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구조화
된 불평등에 의해 불이익과 억압을 경험하는 구조적 집단(structural groups)이다.
사회집단은 단순한 집합체(aggregate)와는 다르다. 보험회사가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한 흡연자 집단과 같이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의 집단에
는 그들 상호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집단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서 중요시되어 온 개인들의 결사체(associations)와도 대비되는 집단 개념이다. 사
회집단은 정체성과 친밀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다. 또 영의 사회집단 개념은 억
압받는 소수자로서의 마이너리티 개념과 유사하지만 집단 형성과 변화에 있어 관계
성과 동태적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집단의 특징은 그 집단
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구
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공유하는 동일시과정(identification)에 의해서 형성
되는 정체성이 기반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집단의 정체성은 외부적으로 강요
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며 흔히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
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회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대면과 상호작용에 의해 상
대적인 집단의 차이가 관계적으로 구성되며, 그 차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
로—차별이나 억압의 형태도 포함해— 동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겪는다(Young
1989; 1990: 43-44; 2000: 89-99). 이렇듯 관계성과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집단 개
념을 취한다면, 비혼자 집단의 존재를 정태적 혹은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가족주
의 사회 내에서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회집단과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비혼자 집
단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비혼자 집단이 반드시 주변화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남성 독신자 그룹의 수입이 기혼자 그룹보다 더 높고 사회적 자원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라딜 2003).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젠더 관계의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비혼화가 진행된 결과, 비혼자가 기존의 근대가족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대표적인 집단이 되었다. 여기에 장기불황과 고용유
동화가 비혼화의 촉진 요인으로 등장해 비혼자 집단의 하위 신분화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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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런데 킴리카나 영의 경우도 그렇지만, 종래의 정체성 정치와 인정의 정치의 관
심은 이미 존재하는 차이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나 임파워먼트 혹은 차이집단
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의 민주주의 구조 등에 집중되어 왔다. 차이집단으로도 형성
되기 어려운 ‘버려진 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연구
는 사회집단으로 덜 주목받아온 비혼자 집단을 가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에
서 형성되는 피차별·차이집단으로 규정하고 하위 신분으로서의 비혼자 집단의 동학
에 주목하려고 한다.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차이집단인 비혼자 집
단이 어떻게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친밀권(親密圈: intimate sphere)은 이처럼 기존의 정체성이나 인정의 정치에도
포섭되기 어려운 ‘버려진 이들’을 건지는 범주로서 유용하다. 친밀권은 사이토 준이
치(齋藤純一 2003)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그는 친밀권을 “구체적인 타자의 생·생
명, 특히 그 불안이나 곤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매개로 한 특정 정도 지속적인 관
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치학자로서 사이토의 관심은 아렌트나 하버마
스에 의해 공공 공간의 배후에 존재하며 정치성을 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
던 친밀권에 감춰진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에게 친밀권
이란 일종의 공간으로서, 치매환자, 정신장애자, 범죄피해자 등과 같이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승인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승인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생의 방식이나 경험을 긍정하게 하는 생의 의지처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용어와 관련해 밝혀두자면, 사이토 준이치의 친밀권(親密圈)을 친밀 영역으로 번
역해 “친밀 영역의 공공화(정성훈 2013: 315)”와 같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이토의 intimate sphere 는 public sphere 가 아니라 오히려
publics 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렌트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정치학에서
기본적으로 공공 영역(public sphere)은 공공성이 현상하는 빛의 공간으로 다양한
공공권(公共圈: publics)의 경합으로 드러난다. 이에 비해 친밀권(親密圈: intimate
sphere)이란 공공 영역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다. 사이토가 아렌트와 다
른 점은 이 친밀권을 단지 어둠의 공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배제
된 자들이 대항적 공공권(counter public)을 형성해 정치와 빛의 공간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형성의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친밀권에 잠재되어 있는 정치
성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그의 친밀권의 정치학이다. 또 사
이토에 따르면 공공권이란 특정한 담론 혹은 논의의 공간을 의미하며 publics 와 같
이 복수로 쓸 수 있지만 공공 영역은 담론 네트워킹의 총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복
수로 쓸 수 없다(齋藤純一 2000: 20). 그리고 친밀권(intimate sphere)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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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권이 복수로 존재하며 공공권에 근접한다. 따라서 사이토 준이치의 intimate
sphere 와 public sphere 를 기존의 공사 이원론의 구도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친
밀 영역/공공 영역처럼 번역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즉 공사이원론을 넘어서 친밀
권의 정치성을 발굴하려고 한 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용어의 생소함을 무릅쓰고
친밀 영역이 아니라 친밀권(親密圈)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한다.
친밀성(intimacy)은 기든스(1996)의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
조 변동』을 기점으로 사회과학에 널리 보급되었지만 그의 고유한 용어는 아니다. 기
든스는 근대에 들어 형성된 사적 영역의 속성의 하나로 논의되던 친밀성 개념을 현
대 사회의 섹슈얼리티의 변용과 연결해 성적 관계를 동반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연
결되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사이토 준이치는 지속적인 돌봄
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혹은 공간을 친밀성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齋藤純
一 2003)는 점에서 기든스보다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친밀성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아렌트에게 친밀성의 영역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11)의 확대와 더불어
생성된 도피처(아렌트 2010)였으며, 하버마스는 친밀성의 영역을 사랑을 매개로 한
양성 혹은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규정해 사실상 근대가족에 거의 겹쳐지는 것
으로 위치 지웠다(하버마스 2001).
그러나 사이토 준이치가 친밀성을 일종의 공간이나 영역으로 설정하고 접근했다
는 점에서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친밀성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일종의 지배적 담론이 된 소수자의 ‘정체성 정치’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버려짐
(Verlassenheit)’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와 궤를
달리한다. 사이토는 이 버려짐을 사회적인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고령자나 돌봄에 장기간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분리(segregation)되고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문제로 범위를 확장한다. 그에 따르면 ‘내가 없어
져도 상관없지 않나’라고 스스로의 존재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버림받은 이들에게 존
재에 대한 긍정(affimation)을 획득하는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승인 이상으로 통절
하고 뿌리 깊은 문제일 수 있다. 한편 이들이 친밀권을 통해 존재에 대한 긍정을 확
보하고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하려는 활동은 한 사회 안에서 공공성을 민주적으로
쇄신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토의 논의는 기존의 성적 연대를 중
심으로 한 친밀성(intimacy) 논의와 거리를 두고, 친밀권(intimate sphere)을 지속
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존재에 대한 긍정을 제공하는 관계성 혹은 영역으로 규정

11) 아렌트에게 ‘사회적인 것’은 정치적=공공적 영역과 실체적으로 분리되는 생명의 영역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정치의 공간이 (대개 경제에 장악된) 사회적인 것의 팽창에 의해 잠식
당하는 부정적인 사태를 우려하면서 전자를 후자로부터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주요한
문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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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친밀권이 지닌 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연구의 대상
이 연구는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비혼(非婚)연구를 표방한다. 여기서 비혼자는 35
세 이상의 남녀로 결혼 이력과는 무관하게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이들로 한정
된다. 35세라는 기준은 임의적이다. 하지만 35세는 남녀 모두 결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나이임을 다양한 통계지표가 알려주고, 당사자들도 스스로가 ‘비
혼’인 것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그 무렵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통용 가능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이 되는 나이보다도
비혼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할 때 어려운 부분은 포함되는 대상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혼을 법률상 혼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했
을 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비혼자에 포함될 것이다.
또 한마디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경
우,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를 모두 같은 틀에 담기는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여기에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를 더하고 이성애적 결혼에서 배제된
동성애자들까지 합세하면 비혼연구의 외연은 가족연구 전반으로까지 확장된다. 이
다양한 비혼자 집단 가운데서 이 연구는 결혼 경력과 상관없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
가 없는 이성애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있는 사
람, 동성애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것은 전후 일본
에서 새롭게 등장한 비혼자 집단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편의를 고려해 인구통계적 범주로 비혼자를 실체화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가 비혼자를 실체적이고 고정된 집단으로 파악하는 입장과는 거리를 둔 비혼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비혼자는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호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정된 실체
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범주다. 그런 점에서 비혼자와 비혼에
관한 이 연구는 비혼 담론에 의해 비혼자가 호명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며 동시에
결혼제도와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비혼의 범주가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당사자들
의 실천에 의해 재생산되는 동학에 대한 연구가 된다.
35세 이상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이성애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전후 일본에서
등장한 비혼자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무엇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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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규모면에서 그러하다. 앞서 제시한 일본의 생애미혼율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의 비혼자 집단의 증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생애미혼자의 급속한 증
가다. 2010년 기준으로 50세 시점에서 여자 열 명 중 한 명, 남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생애미혼자 집단은 그 규모가 계속 커
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5년마다 실시하는 「국세조사」 결과를 보면 오늘날 일본에서
35세를 넘겨서 결혼하는 일은 남녀 모두에게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고 보아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에 35~39세였던 남성의 미혼율은 30.9%였다.
그리고 5년 후인 2010년 조사에서 40~44세가 된 이들의 미혼율은 27.9%였다. 열
명 중 한 명이 그 사이 결혼한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5년 조사에서
35~39세였던 여성의 5년 후 결혼율은 열 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45세를
넘기면 남녀 모두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배우자를 찾을 확률이 남녀 모두 전체의
0.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일본에
서 나타나고 있는 비혼화의 특성을 이 집단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
본의 비혼화는 낮은 동거율과 매우 낮은 혼외출생률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일본의 비
혼자 집단은 근대가족의 결혼 규범이나 제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근대가족과 결혼 규범
의 재생산에 어떤 방식으로 엮여 들어가고, 이들의 비혼됨(singlehood)12)의 행위성
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결혼과 가족을 통해 일본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핵심적인 연구 영역이 된다.
당연한 것이지만 35세 이상의 비혼자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회
적 범주와 마찬가지로 비혼자 내에는 젠더, 계급, 연령, 거주지, 교육과 수입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 다양한 차이들 중에서도 이 연구는 전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여성의 생애미혼과 19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남성의 생애미혼의 내용을 비
교하면서 비혼됨에서 나타나는 젠더 간 차이에 주목하고 동시에 여성 비혼자 내부
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차이를 살피려고 한다. 즉 젠더와 세대 관계에 관심을 집중
한다. 연구자는 이를 살피기 위해 가장 적합한 현장(site)으로 가족을 설정했다. 가
족을 핵심적인 현장으로 설정한 것은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비혼됨의 경험이
비혼자 개개인의 직업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중년의 비혼자,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가족이 속해 있는 계층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비혼자의 비혼됨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도쿄도는 세계적인 대도시의 하나로 일본의 정치, 경제, 행
정,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지다. 도쿄도의 면적은 2,162평방킬로미터이며 총 인구
12) 비혼됨(singlehood)은 문맥에 따라서 비혼인 상태, 비혼다움, 혹은 비혼자들을 지시하는
용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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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1,300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다. 도쿄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23개의 특별구(區)와 26시(市), 7초(町), 8손(村)으로 나누어져 있
는데 23개 특별구가 도쿄도의 중심을 이룬다. 도쿄도 주변에는 동쪽으로는 치바, 남
쪽으로는 가나가와, 북쪽으로는 사이타마 등 3개 현(県)이 인접해 있어 함께 일본의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자는 도쿄도 구니타치시(国立市)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나고야, 오사카 등의 중부
지역까지 원정을 갔다.
도쿄도는 일본의 47개 행정구역[都道府県] 중에서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10년 발표된 「국세조사」에 따르면 남녀 공히 30대와 40대의 미혼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50대와 60대 여자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같은 연령대의 남자는 50대 남자가 근소한 차이로 오키나와현에 1위
를 내줬을 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미혼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의 인
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고령화율은
1935년에는 4.7%였다. 패전 후 1950년부터 1979년까지 이어진 출생률 저하에 의
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 후에도 사망률의 저하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율 상승이
이어져 2010년에는 23.1%를 기록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이다
(2010년 기준). 도쿄도의 고령화율은 2014년 기준으로 22.5%로 전국 평균 수준이지
만 인구 규모로 따질 때는 전국 최고다. 더불어 도쿄도의 고령화율은 매년 과거 최
고를 갱신하고 있으며 단카이 세대13)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
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높은 미혼율과 고령화율을 배경으로 도쿄에서 중년의 비혼자가 고령의 부모를 돌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가족 돌봄자의 존재를 전제하면
서도 가족 돌봄자를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일본의 고령자 돌봄시스템
의 특성 때문에 이 부모를 돌보는 비혼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 관계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연구자도 비혼자들과의 면담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감하게 된 현실이었
다. 연구자가 만난 중년의 비혼자들 중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고령이 된 부모를 돌보
고 있다는 이야기 혹은 돌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
로 거론하고 있었다. 또 부모 돌봄이 얽혀 있을 때 비혼자가 부모, 형제, 친척과 가
장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부모를 돌보는 비혼자의 연령
은 30대에서 70대까지 걸쳐 있었다. 따라서 세대와 젠더에 초점을 두고 비혼자의
13) 패전 직후 태어난 제 1차 베이비붐 세대. 좁게는 1947~49년 사이에 해마다 약 270만 명
씩 태어난 806만 명을 의미하고 넓게는 1945년~52년에 태어난 사람들 전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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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와 비혼됨의 구성을 살피려고 할 때 비혼자의 부모 돌봄이야말로 중점적
으로 파고들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는 비혼자의 부모 돌봄이라는 생의 경험을 공통적인 참조점으로 삼아서
젠더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비혼됨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디자인 되었다.
이에 근거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비혼자가 근대가
족 및 결혼 규범과 맺는 관계의 역동을 규명한다. 둘째, 비혼됨을 구성하는 이들의
행위성을 분석한다. 셋째, 비혼자 집단의 젠더 간 차이와 젠더 내 차이를 분명히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주의 사회에서 비혼됨의 실천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 과제다. 비록 엄격한 구분은 아니지만 이 연구는 비
혼의 구성을 개인적, 제도적, 담론·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나눠서 접근한다.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생애과정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개인적 장소(site)와 대응하고, 제도적
차원은 국가, 가족, 학교 등의 제도들과 대응하고, 담론·이데올로기는 상징적 차원이
다. 이 중에서도 가족은 각 차원이 교차되고 상호작용하는 핵심적인 지점으로 간주
된다.

5. 연구과정 및 연구방법
앞장에서 이 연구의 대상을 비혼자로 규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35세
이상의 사람들로 한정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구통계상의 집합적 범주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왜 비혼자에게는 파트너와 자녀가 없는가? 비혼자의 인생에서 결혼 자
체를 선택지의 하나로 상대화하고 그것에 거리를 둔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
엇인가? 본인들은 자신들의 비혼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비혼인 당사자들에게 던져도 대답하기 어려워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
날 일본에서 비혼이 뚜렷한 의도와 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젠더를
둘러싼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연구자는 현장연
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쿄라는 현장으로 출
발했다. 현대 일본에서 비혼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통해
접근하겠다는 광범하고 막연한 질문을 들고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연구자가 일본의 비혼 여성들을 처음 만난 것은 2007~8년 무렵이었다. 당시 연구
자는 일본 한류에 관한 석사논문(지은숙 2009)을 쓰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한류 팬들을 만났다. 흔히 일본의 한류 팬은 ‘아줌마 팬’이 중심을 이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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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40대를 넘긴 비혼 여성들이 한류 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구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비혼자에 대한 관심이 깊
어졌고 그것이 이 비혼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연구자가 도쿄의
40~50대 비혼 여성을 1차적인 연구대상으로 설정했을 때 적어도 연구참여자를 구하
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교류해 온 비혼
여성들도 여럿 있는데다 연구자가 생활의 근거지로 삼게 될 공간인 대학도 비혼 여
성 밀집도가 높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2011년 10월부터 구니타치(国立)시에 있는 히토츠바시 대학 외국인 기
숙사에 거주하면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착수한
비혼 여성들의 생애경험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면담 대상자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당사자들과 면담을 해도 그들이 느끼는 비혼됨 혹은
비혼 경험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연구질문이
막연했다는 한계도 있었지만 눈덩이 수집을 통해 연구자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던 탓도 컸다. 공부를 하는 비혼자나 한류 팬인 비혼자는 비혼
의 한국 여성인 연구자에게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상대도 연구자에 대해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듯했고 조사를 위한 면담은 어느새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간의 흥겨
운 잡담으로 변질되곤 했다. 그렇게 2~3개월을 지낸 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서는 현장조사의 장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방향 전
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 동안의 조사에서 유일하게 연구자
와 연구대상 간의 발견과 이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 비혼자
들의 부모 돌봄과 관련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재출발하기로 했다. 비혼
자들의 부모 돌봄 경험에 집중해 비혼됨을 거꾸로 더듬어 가기로 한 것이다. 이때부
터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을 만나기 위한 고투가 시작되었다. 부모를 돌보는 비혼자들
을 만나기까지의 과정도 지난했지만 그들의 신뢰를 얻고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
도 조심스럽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201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비혼자들에 관한 현장조사에 돌입해
약 1년 6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했다. 가족 돌봄자의 자조그룹(self-help group)과
가족 돌봄자들을 지원하는 NPO 단체들(Not-for-Profit Organization)의 활동 그리
고 각 지방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관찰했다. 특히 도쿄 내에서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는 지역단체들의 활동이 비교
적 활성화된 스기나미(杉並)구, 네리마(練馬)구, 메구로(目黒)구를 중심으로 조사했
다. 주된 현장은 가족 돌봄자의 자조그룹의 모임과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그리고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정례 모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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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찰 대상으로 선정한 <무스메사롱: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모임>과 <무스꼬사
롱: 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모임>에 대해 1년 6개월에 걸쳐 각 16회 참가했고 치매
가족 모임 등 그 밖의 자조그룹의 모임에도 13회 참가했다. 이들 자조그룹의 모임
을 참여관찰한 총시간은 약 110시간이었다. 이 밖에도 NPO 단체와 행정기관에서 실
시하는 가족 돌봄자를 위한 각종 연수·강연·학습회에 30회 이상 참가하고 관계자들
을 면담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녹취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하게 메모를 해
뒀다가 귀가해서 바로 상세한 참여관찰 기록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축적
했다. 자료 수집에서 가장 힘을 기울인 부분은 무스메사롱과 무스코사롱을 참여관찰
하는 것과 부모를 돌보는 비혼자들과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비
혼자들과의 면담은 녹취기록을 남긴 것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명의 여성, 10명의
남성과 실시했다. 면담은 한 번에 짧으면 1시간 30분 정도에서 길면 5시간까지 이
어졌다. 녹취를 병행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각 1회씩 실시했고 필요한 경우 보충면담
을 했다. 면담자 중 3분의 2는 무스메사롱과 무스코사롱에서 만난 사람들이었고 나
머지 3분의 1은 그 밖의 경로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65세 이하의 비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독신부인연맹: 이하 도쿠후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평균 연령이 80
세 이상인 비혼 1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도쿠후렌은 1967년에 결성되어 35
년간 활동하다가 2002년에 해산한 독신 여성 단체다. 도쿠후렌과의 만남은 애초에
는 이 연구와의 관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과거 회원이었던 분을 알
게 되어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관계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과거 도쿠후렌 여성들
이 추구한 ‘자립’이 현재의 비혼됨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도쿠후렌 회원의 대부분이 장기간 부모 돌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
면서 이 연구에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비혼자의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고
비혼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피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쿠후렌에 대한 본격적
인 조사에 착수했다.
도쿠후렌이라는 단체는 이미 2002년에 해산했고 회원 중 상당수가 작고한 상태였
다. 하지만 운좋게도 도쿠후렌에 관한 단행본을 출간한 저자와 면담이 성사되고 그
의 주선으로 회장, 총무, 서기를 맡아보던 세 분과 접촉할 수 있었다. 접촉은 했지
만 한 분은 뇌졸중으로 언어장애를 입었고 다른 분은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는 중이
어서 제대로 면담이 가능했던 것은 총무를 맡아봤던 한 분뿐이었다. 그러나 다행스
럽게도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도카이 지부는 도쿠후렌이 해산한 지 10년이 경과한
당시까지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고 있어서 이들의 모임에 참가하고 회원들을 면담하
는 것이 가능했다. 과거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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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기록, 도쿠후렌의 기관지와 기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면담을 비롯한 모든 조사는 일본어로 이루어졌고 연구자의 기록은 일본어와 한국
어를 혼용해서 작성했다. 조사하면서 연구자가 가장 힘을 기울인 부분은 새로운 조
사를 하기 전에 이전까지의 조사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녹
취록을 반복해서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전사하고, 참여관찰 기록을 수시로 정독하
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은 별도의 문서로 정리했다. 모든 자료는 웹과 연동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evernote)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축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6. 논문의 구조
먼저 본문의 Ⅱ장은 도쿠후렌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에서 생애미혼자 집단이 어떻
게 등장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
어지는 Ⅲ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청년기를 보낸 비혼자들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쇠퇴와 비혼화를 통해 전후체제의 종말을 분석했다. 주로 40~50대 비혼 여성들의
경험을 근거로 했다. 그리고 Ⅳ장과 Ⅴ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출산·고
령화의 인구 변동 속에서 노인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비
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는 과정과 그것이 비혼됨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 논했다. Ⅳ장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관점에서 비혼 남성 돌봄자의 남성성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집중했고 Ⅴ장에서는 여성성의 경합과 역동 속에서 비혼 여성
돌봄자가 어떻게 비혼됨을 재구성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본문의 각 장은 시대 순으로 배열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시대 구분은 비혼됨에 영
향을 미친 주요한 시대적 흐름을 열쇠말로 삼아 가족의 시대, 싱글의 시대, 돌봄의
시대로 나누었다. Ⅱ장은 모두가 가족을 만드는 시대였고 비혼자에게도 가족을 대신
할 무엇인가를 구축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족의 시대로 명명했다.
패전 후에서 대략 1970년대 말까지를 아우른다. Ⅲ장은 가족의 절대성이 무너지면
서 개인화, 싱글화가 진행되었던 시대라는 의미에서 싱글의 시대로 이름 붙였다. 주
로 1980~90년대를 다룬다. Ⅳ장과 Ⅴ장은 2000년대 이후를 다루며 돌봄의 시대로
규정했다. 이것은 돌봄이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과 동시
에 오늘날의 비혼됨의 구성에 돌봄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대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개인을 놓고 볼 때 어느
시대의 산물로 분류할 것인가는 모호한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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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구분이 유의미한 것은 비혼을 통해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의 변화를 보겠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비혼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단순히 가족이
해체된 결과 나타난 실패자들의 증가가 아니라 젠더 질서에 의해 위치 지워지는 사
회구조적 집단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그리고 이를 논증하기 위해 가족의
시대, 싱글의 시대, 돌봄의 시대에 걸쳐 젠더 질서에서 비혼자들의 위치와 비혼됨의
의미 변화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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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의 시대와 비혼 여성의 새로운 친밀권 추구
일본의 근대화는 전국민이 가독(家督)을 중심으로 한 이에(家) 단위로 조직되고 이
수직적 위계 질서의 정점에 천황이 존재하는 가족국가의 건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와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에서 가
족의 시대는 가족국가 혹은 이에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기를 거치면서 가족국가의 질서는 내파되었으며, 1945년 패전 후 신헌법에 의
해 상징천황제가 도입되고 이에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에와 가족국가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2차 대전의 패전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개인
이 이에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가족과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로 대거 이행해 갔
다는 의미에서 ‘이에에서 가족으로’의 변화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듯 가족이 전후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패전 후에서 부부
와 자녀로 이루어진 근대가족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 말까지를 가족의 시대로 정의
했다. 이 장에서는 가족의 시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족의 시대와 가족 없는
사람들의 새로운 친밀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
가족과 가정의 이데올로기를 한 축으로 놓고 이와 대칭되는 축으로 비혼 여성과 비
혼됨(singlehood)을 설정한다.14)

1. 근대가족의 성립과 비혼됨의 형성
1) 이에(家)와 가정 이데올로기의 도전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성립된 이에제도15)는 가부장제 가족의 전형이었으며 가장
인 가독(家督)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川島武宜 2000: 151-157).
메이지16)민법(1898년)에서 일본 특유의 가족제도로서 일원화한 이에제도의 큰 특징

14) 이 장은 이미 발표된 원고(지은숙 2014a)에 가필과 수정을 더한 것이다.
15) 이에(家)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제도를 지칭하는 비교문화적 개념으로서 family에 해당하
는 일본의 제도다. 이에를 직계가족(stem family)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이에
가 갖는 비친족적 성격이나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측면이 누락된다. 이에에는
family와 구별되는 특이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 사용한다.
16) 메이지 천황 재임기. 1867~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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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남이 가독상속자가 되어 이에의 존속과 번영을 책임지는 대신 가장으로서 가
내의 통제권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제도 아래서 가장(호주)의 존재 방식
은 제도 그 자체였다고 할 만하다. 적출의 장남이 필두상속인이 되어 가명, 가산,
가업 등의 이에에 관계된 모든 것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고 덧붙여서 이에의 통솔
자로서 부인에서 말단 고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절대권을 한 손에
쥐었다. 그 내용을 호주권(戶主權), 친권(親權), 부권(夫權)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선 호주권은 성(姓)을 붙이는 권리를 비롯해 가족의 혼인이나 양자결연에 대한 동
의권과 그것을 해소하는 권리,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 호주권과
아버지로서의 지배권인 친권에 의거해 자식의 직업 선택이나 거주지 선택은 모두
가장이 정했고 자식의 배우자도 가장이 이에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선택했다.
한편 남편으로서의 지배권인 부권에 의거해 처는 절대적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었
다. 남녀불평등의 용인은 이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가족생활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과 관리권은 가장인 남편에게 위임되었고 처에게는 부모로서의 권리는 물론
이고 처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장자상속제를 중심으로
한 이에제도 아래에서 후계자 확보의 수단으로서, 처로부터 후계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예비적 존재로서 첩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남편에게는 간통죄를
물을 수 없는 것에 비해 처의 경우는 간통이 정당한 이혼의 이유로서 성립했다. 또
남편이 인지한 혼외자에게는 사생자(私生子)와는 구별된 서자(庶子)라는 준적출자적
인 법적 신분을 부여했다. 메이지민법은 일부일처제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처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남편에게는 실질적으로는 다처제를 묵인하는 것이었
다. 이처럼 가족 내 서열에 근거한 가장의 지배와 가족원의 복종이라는 이에제도의
인간관계는 천황의 지배와 국민의 복종이라는 천황국가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布施晶子 1993; 善積京子 1993).
동즐로(Donzelot 1979)는 “근대에서 가족이란 인간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로, 근대국민으로 사회화하는 에이전트였다”고 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근대적 국
민을 만드는 장치인 가족은 근대국가가 변하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더
할 나위 없이 봉건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이에도 일본에서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어
중앙집권적 근대국가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
은 메이지 중기에 등장한 ‘가정’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족의 상이었다. 무
타 가즈에(牟田和恵 1996)는 메이지와 다이쇼17) 시기의 잡지와 통속소설에 나타난
‘가정론’과 ‘여자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시기의 가정 이데올로기가 이에적
남성성의 질서에 도전하고 양처현모의 낮은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성들의 전략

17) 다이쇼 천황 재임기. 1912~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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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었는지 분석한다. 무타의 주요한 공헌은 이전의 연구에서 근
대화 과정에서 위로부터 주입되고 강요된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양처현모 사상이
실제로는 여성을 주역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되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여
성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한 규범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측면을 조명한 점이다.
즉 여성들이 주요 독자였던 당시의 가정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은 인내, 자기희생, 정
숙미 등 전통적인 이에 이데올로기가 요구해 온 여성의 미덕을 실현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여성이 주역이 되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
을 부정하는 이에의 논리와 충돌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때 가정
은 낡은 가치에서 벗어나 근대적 도덕이 실현되는 무대이며 여성은 새로운 가치의
담지자로 가정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무타에 따르면 이렇게 하여 여성이 헌
신과 자기희생을 통해 가족 안에서 주역으로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이데올
로기가 성립하였고 이때 ‘모성’ 관념은 여성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핵심적 가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즉 이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여성들이 근대적 가
정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전유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수동적 양처현모의 여
성성을 모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여성성으로 가치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타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여성들의 새로운 행동과 가치는 국민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성별분업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을 가내 역할과 모성 역할에 가두는 결
과를 낳았으며 그것은 여성의 자기희생의 대상이 종래의 가족과 부모에서 국가와
자식으로 이동한 것뿐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림Ⅱ-1-1】이 제시하는 약 100년간의 혼외자 출생률의 변화는 이와 같은 가치
전환을 알기 쉽게 드러내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림Ⅱ-1-1】은 1886년부터 1986
년까지 100년간의 전출생자에서 혼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
다. 적출과 비적출의 구분이 통계상 처음으로 적용된 1886년 혼외자의 출생률은
3.93%이며 출생실수도 약 4만 1천명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메이지기를 거
치면서 혼외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1910년에는 9.42%로 증가세가 정점에 달
했고 혼외자의 출생실수도 16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다 다이쇼 중기까지 8%대가 계
속되지만 그 이후에는 규칙적으로 저하해 2차 대전 직후 잠시 주춤하다가 그 후 격
감하여 1986년에는 1%의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혼외자의 증감
에는 법률과 결혼관습 간의 격차, 혼인에 관한 메이지민법의 봉건적 규정, 적출제
규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다(善積京子 1993). 그러나 일부일처제의 확립
과정을 보여주는 위와 같은 혼외자 출생률의 변화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메이지 중
기부터 부상한 가정 이데올로기와 모성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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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혼외자 출생률의 추이

*혼외자 출생률=혼외출생실수/전출생실수*100(%)
자료출처: 「日本帝国統計年鑑」，「人口動態統計」 해당연도에서 조합

【그림Ⅱ-1-1】에서 보는 것처럼 1945년 패전을 전후해 저하 경향이 주춤하던 혼
외자 출생률은 일본 정부가 전후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락했다. 1948년 우생보호법이 시행되어 모체 보호를 위한 인
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고 1952년에는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에 대
한 법적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 또 가족계획의 장려와 함께 피임의 보급 또한 괄
목할 만한 것이었다. 인구와 출산의 관점에 볼 때 전후 중절과 피임의 자유화는 사
람들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의 신고건수는 우생보호법 시행 후 수년간 격증해서 1955년에는 117만 건에 달했
다. 이 수치는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된 경우뿐이라서, 신고를 거치지 않은 이들
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의 연간 출생자수가 173만 건이었다는 것을 참
조하면 전후 얼마나 인공임신중절이 빈번하게 행해졌는가 알 수 있다. 중절에 의한
인공사산(人工死産)을 혼외자와 혼내자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현저하게 혼외자 쪽이
높게 나타난다. 즉 중절이 비혼모 발생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전후 중절이라는 수단의 확보는 【그림Ⅱ-1-1】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던 혼외자 감소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아이는 가정 안
에서 태어나고 길러져야 한다’는 가정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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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성’이라는 모성 담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가정 이데올로기와 모성 담론의
득세는 오늘날까지도 비혼자가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는 규범적 강제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2) 근대가족과 가족의 전후체제의 성립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전전과 전후를 가르는 가장 큰 변화는 메이지민법과 신민
법의 차이로 나타난다. 메이지민법의 이에제도는 2차 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
다가 패전 다음 해인 1946년 신헌법의 공포와 1947년에 시행된 개정민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개정민법에서는 호주제도, 가독상속권이 폐지되고, 재산의
균등상속, 남녀동권, 가족성원의 평등 등의 조항이 포함돼 일본에서 근대가족이 보
급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일컬어진다.
이렇듯 패전과 점령기를 거치면서 성립된 일본의 ‘전후(戰後: post-war)’는 전면
적인 사회의 재조직이라고 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적으로는 전승국의 포츠담
선언에 의거한 일본의 평화헌법체제가 만들어졌고 냉전의 일환으로서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의 우산 아래 포섭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냉전에 대응한 정치시스템으로서
자민당의 독주가 보장되는 정치의 55년 체제가 성립되었다.18) 경제적인 면에서도
노사협조, 연공서열, 종신고용 등을 기조로 하는 이른바 일본적 경영시스템이 구축
되었다. 한편 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전후체제는 가족이 기업의 후방보급기지로 기
능하는 가족-기업시스템의 성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오치아이 에미코는 1950년
에서 1975년까지의 기간에 근대가족이 급증하여 표준가족 모델로서 정착하게 된 것
을 두고 ‘가족의 전후체제’로 명명했다(落合恵美子 1997).
근대가족은 전후 고도경제성장기19)를 거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전후 농지개혁
등에 의해 일본의 주요산업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행했고 이것은 지방에
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상경해 고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
켰다. 주로 차남이나 삼남 이하였던 이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결혼해 형성한 도시핵
가족이 곧 근대가족이다. ‘남성은 고용노동 여성은 가사 노동’이라는 성별분업은 근
대가족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또 당시의 결혼에는 적령기 규범이 강하게 나타나,
대다수의 여성이 24세를 넘기기 전에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두세 명의 아이를 낳는 생애과정을 밟았다. 오치아이 에미코는 당시 일본에서 일어

18) 자민당의 독주를 보장하던 이 정치의 55년 체제는 1993년 총선거에서 비(非)자민 반(反)
공산의 연립정권이 탄생하면서 38년 만에 붕괴되었다.
19)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는 1955년부터 1973년 석유위기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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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두 아이 갖기 혁명’을 단순한 자녀수의 감소가 아니라 산아제한의 획일화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재생산평등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이 여성의 주부화와 더불어
가족의 전후체제를 형성했다고 지적한다. 즉 여성의 주부화와 재생산평등주의는 가
족의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었다(落合恵美子 1997).
한편 전후가족이 성별분업이 관철되는 근대가족이라는 형태로 확산된 배경에는
일본형 고용관행이라 불리는 고용시스템이 존재했다. 일본형 고용관행은 연공서열이
나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데, 이 일본형 고용관행 속에서 한 사람의 임금으로 일가
가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처가 전
업주부가 되는 가족형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 일본형 고용관행은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여성은 처음부터 대상 외였다. 이처럼 노동 시장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위계와 분류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핵 노동자 내부의 평
등을 확보하고 응집력을 높이는 노동관리 전략이었는데 이 성차별적 고용시스템에
서 여성 노동은 고용안정도 보장받기 어렵고 직종도 주로 남성 노동의 보조였기 때
문에 승진이나 승급은 바랄 수도 없는 주변부에 위치했다. 그런 까닭에 고도경제성
장기 여성에게는 주부가 된다는 것이 장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여겨졌고 실제
로 당시 여성에게 주부가 된다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가노 마사나오(鹿野政直 2004)의 지적처럼 전후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주부라는 말은 전전과의 결별이면서 전후의 출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우선 결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안과 가문의 중압감 아래서 생활해
온 ‘며느리’ 의식으로부터의 이탈을 지적할 수 있다. 일터와 집의 분리가 실현됨으
로써 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관혼상제에 동원되는 일이 크게 줄고 소가족만의 배타적
안온함을 추구하는 마이홈주의가 등장했다. 또 주부가 된다는 것은 계층상승 혹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뜻에서 행복의 이미지와 직결됐다. 근대적 주거 공간으로
서의 단지주택이나 가사 노동의 경감을 가져온 전자제품의 보급은 이런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성인 여성이 주부로 재편성되는 것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본격적
인 근대의 도래라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전업주부는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자리
잡았다. 사라리만과 전업주부는 전후 일본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했고, 현재도
수적으로는 더 이상 우세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직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으로

유지되고

있다(Dasgupta 2000;

Roberson·Suzuki,

2003;

Charlebois 2014).
이처럼 일본에서 근대가족은 패전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에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
렇게 규정을 할 경우에 앞서 메이지 중기 이후 이에에 대한 저항으로서 등장한 가
정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여성상은 근대가족의 여성성이 아닌가? 무슨 근거로 근대
가족의 성립을 전후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근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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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근대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관련되며 현
대 일본의 가족을 논할 때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에와 근대가
족의 위상 문제다. 복잡한 논의의 줄기가 있지만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와 근대가족 논의는 크게 ‘이에=근대가족’으로 보는 일원론과 이에와 근대가
족을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일원론의 대표적
인 논자가 우에노 치즈코다. 우에노 치즈코(2009)는 이에가 엄밀히 말해 메이지 이
전 사무라이계급 사이에서만 볼 수 있으며 서민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메이
지 정부가 민법 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보급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 만일 근대가
족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소가족적 배타성과 자율성의 추구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면, 이에는 근대가족이었다고 주장한다. 우에노의 이러한 주장
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무엇보다 “메이지 이전에는 서민에게 이에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이에를 전적으로 근대의 발명품으로 규정하려는 우
에노의 시도는 지지받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한편 이원론의 입장에 선 대표적인 논자는 오치아이 에미코다. 오치아이는 앞서
무타의 논의에서도 등장한 것처럼 메이지 중기 이후 이에 내에서 근대가족의 특징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는 근대가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계의 영속성과 같은 이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근대가족과 무관한 것이기 때
문에 이에를 근대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치아이는 자신의 근대가족의
정의20)에 근거해 볼 때 일본에서 근대가족이 제대로 보급되고 정착한 것은 전후의
고도경제성장기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가족의 전후체제의 성립으로 정식화했다. 물론
가족의 전후체제가 성립했다고 해서 이에나 그에 따른 규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
다. 이에의 요소는 근대가족의 요소와 병존하면서 일본 가족의 복합적 성격을 구성
해 왔다(落合恵美子 1996; 2000).
근대가족과 이에의 위상과 관련된 논의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며 일본 가족
20) 오치아이 에미코는 다음 여덟 가지를 근대가족의 특징으로 들었다(落合恵美子 1989). ①
가내 영역과 공공 영역의 분리, ②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 ③ 자녀중심
주의, ④ 남성은 공적 영역, 여성은 가내 영역으로의 성별분업, ⑤ 가족의 집단성의 강화,
⑥ 사교의 쇠퇴와 프라이버시의 성립, ⑦ 비친족의 배제, ⑧ 핵가족. 이처럼 오치아이가
제시한 근대가족의 정의에는 핵가족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인구전환에 근거해
서 근대가족이 전후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우에
노 치즈코(2009)는 일본의 이에는 쇼터가 말하는 근대가족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핵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을 받아들여 오치아
이는 근대가족의 특징 중 ⑧ 핵가족에 괄호를 씌우고 그 이유를 “가족형태에 대한 규정은
일단 제외해 놓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落合恵美子 1996: 29)”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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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을 논할 때 이후에도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이에와 근대가
족을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오치아이 에미코의 입장을 취한다.
오치아이의 근대가족 개념을 취할 때 일본 가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
나 산업화와 근대화의 보편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일본 가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변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변
화를 보는 현실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오치아이의 이원론은 그
이전까지 일본에서 가족의 문제를 논의할 때 항시 사용되던 봉건적 이에의 잔재 vs.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핵가족의 대립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오치아이의 근대
가족론에 따르면 일본 가족의 여러 모순은 전자로부터 후자로 불철저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후자의 근대가족이 지닌 일반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현
재 일본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변화는 근대가족의 변용이라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살
펴야 하는 것이다. 즉 가족 문제를 봉건성이나 이에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가족에 내
재한 성별분업과 젠더의 문제로 초점을 바꿔놓은 것이다.
오치아이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이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연구
는 전쟁독신 여성들의 여성성을 이에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던 근대가족의
여성성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쟁독신 여성들은 양처현모가
되지 못한 여성들이 아니라 주부가 될 수 없었고 주부가 되기를 거부했던 여성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 전쟁독신 여성들의 비혼됨의 특성은 현재의 비혼자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전쟁독신으로 고도경제성장기를 살아온 여
성들과 저성장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비혼 여성을 세대차를 전제하더라도 하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혼이 근대가족과 더불어서 그 보완물로 만들어진 제도적 활동이며
따라서 그렇게 형성된 비혼됨은 근대가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실천의 배치형태라
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고도경제성장기를 산 전쟁독신 여성들의 정체성의 핵
심에는 누구에게도 부양받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여성성을 모성주의에 대립하는 개인주의의 출현이라는 식으로 단순
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근대가족을 결혼의 이상으로
삼는 이들이 많았으며 대부분이 아이는 가정 안에서 낳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품
고 낳지 않는 것으로 이를 실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이 추구한 경제
적 자립이 현실적으로 모성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바람직한 가정
과 모성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혼 1세대인 전쟁독신자들의
여성성은 새롭게 부상하는 주부의 여성성과 공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자
립의 실천은 한편으로는 종속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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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항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양자로서의 주부의 여성성과 대칭을 이루면
서 자립과 모성을 대별되는 구도로 놓는 성별분업의 질서를 추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전쟁독신자 집단의 형성
일본은 근세 이후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으
면 제대로 된 사람대접을 받기 어려운 개혼(皆婚)사회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비혼
자 집단이 낯선 존재였던 탓에 전후 일본 사회에 최초로 비혼 여성 집단이 등장했
을 때 그들은 이질성 때문에 배척 받았으며 인간적 결함이 있는 존재로 비하되기까
지 했다. 비혼 여성 집단의 출현에 일본 사회가 보인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
혼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로 거슬러 가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역
사인구학자인 로렐 코넬(Cornell 1984)은 요코우치라는 중부지역의 한 마을의 1671
년부터 1871년까지 200년간의 인구기록자료를 사용해서,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들에
게 선택 가능했던 진로와 비혼 여성의 개별 가구 안에서의 역할을 추적했다. 그 내
용을 잠시 살펴보자.
요코우치에서 200년 동안 734명의 여자가 태어났다. 이들의 일반적인 생애과정은
출생 가구를 떠나서 다른 가구로 호적을 옮기는 것, 즉 결혼이라는 생애사건에 집중
되어 있었다. 이따금 남성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딸들 중에서 데릴사위를 맞는 경우
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전체 등록된 인구의 3.6%에 불과했다. 이 마을의 평균
초혼 연령은 18.4세, 80% 이상이 21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 나머지도 늦든
빠르든 결국 결혼했다. 요코우치의 여성들은 출생가구 내에서 노동자로 필요로 되지
않았고, 서유럽의 비혼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구 안에서 주부를 대행하거나 보
조하는 기능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비혼 여성이 다른 집으로 하인으로 일하러 간다
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는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은 온전히 남
성에게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서유럽의 비혼 여성들이 10대 후반부터
집 안팎에서 하인으로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
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점이다. 심지어 종교도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
았다. 요코우치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결혼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셈이다. 그
결과 200년 동안 요코우치에서 태어난 734명의 여성 중 생애미혼자는 단 4명이었
다. 이들 4명의 일생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유일한 특징이다. 가구
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었고 가구 바깥에서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생
애미혼자로 출생가족 안에 남아 있었던 이 4명에 대해 코넬은 이들에게 아마도 심
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처럼 전산업사회 일본에서 비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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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적었던 배경에는 여성의 사망률이 높았던 점이나 초혼 연령이 비교적 낮았다
는 점 등도 작용하고 있었으나, 무엇보다 여성이 출생가구 내에서 노동자로서 필요
로 되지 않았고 가구 밖에서도 다른 역할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
다.21)
그렇다면 일본에서 비혼 여성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메이지 이
래 여성에 대한 근대교육을 통해서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권숙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거쳐 확대된 교육의 기회는 점점 더 많은 지식
인 여성들로 하여금 엄격하게 성별분리된 일본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여러 가
지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다(권숙인 1997).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에 의문을 갖게 된
교육받은 ‘신여성’의 출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츠다 우메코(津田梅子)는 이 새
로운 시대의 독신 여성22)의 전형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1871년 다른
5명의 소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귀국 후에는 생애독신으로 살면
서 여성교육에 헌신하고 나중에 츠다쥬쿠 대학을 설립했다. 물론 이처럼 의도적으로
결혼제도 밖에 몸을 두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여성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광고
탑과 같은 존재로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여성들이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이 비혼 여성이 증가하는 토양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
다.
이 밖에도 자립한 비혼 여성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들어 여성들이
가족을 떠나 자립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첫 번째 조건
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의 확대였다. 메이지 시기부터 교사, 간
호부, 전화교환수 등의 전문･기술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간혹 있었으나 1차 세계대
전 후의 호황을 타고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민간 기업에 사무직이나 판
매원으로 취업하는 예가 증가하여 이른바 직업부인(職業婦人)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었다. 직업부인 중에는 기혼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국세조사」를 살펴보면
1930년대 이후 미혼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에 「국세조사」에
나타난 판매직 종사 여성을 합계해보면 미혼 35,973명, 유배우자 293,614명으로 집
계되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30년에 실시된 「국세조사」 결과에서 판매직과 유사
한 분류로 간주할 수 있는 상업직 여성은 미혼 3,357,360명으로 10년 사이에 열 배

21) 코넬의 연구는 “왜 일본에는 스핀스터들이 없는가?(Why are there no spinsters in
Japan?)”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스핀스터, 즉 생애미혼자로서의 비혼 여성이 존
재했던 서유럽을 표준으로 두고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역사인구학적 접근의 이와
같은 서구중심적 시각은 이후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적어 둔다.
22) 이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용어선택을 존중하거나 문맥을 그대로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독신 또는 미혼을 비혼과 혼용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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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유배우자의 경우도 690,231명으로 배증하여 상업직에 종
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미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23)
산업화와 근대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비혼 여성의 등장을 촉진한 것은 전쟁이었다.
15년에 걸친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막바지에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에의 가장과
다음 대를 이을 장남은 징병대상에서 면제한다는 원칙도 포기하게 했고 이렇게 전
장으로 빨려 들어간 미혼 남성들의 다량 전사는 후방에 있는 여성들의 결혼난으로
이어졌다. 독신으로 20대를 넘기는 여자들이 증가해 전쟁 중에 이미 사회문제로 거
론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시기를 살았던 여성들이 펴낸 회고록을 살펴보면 앞날
을 알기 어려운 전쟁기에 결혼을 피해 자립을 선택하고 ‘독신직업부인’의 길을 선택
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사회 이전의 일본 여성에
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지였다.
마지막으로 비혼 여성 증가의 조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메이지 이래 일본의
가족제도로 정착한 이에제도의 특성이었다. 바크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직계
가족가구는 “가구 안에서, 오직 하나, 예외 없이 한 커플만이 각 세대의 영구적인
거주자가 될 수 있었고 가구 안의 나이든 시누이의 존재는 새신부와 경쟁 관계에
들어가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Bachnik 1983)는 점이다. 실제로 전전에 결
혼이 아닌 형태로 독립했던 여성들이 이에로부터 분리된 시기를 보면 이에를 이을
남자 형제의 결혼과 맞물린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에 일본에서 비혼 여성이 증가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이 여성들
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을 토양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위에 장기간의 전쟁
이 계기로 작용하여 결혼을 유보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였다. 또 방계가족을 허용하지
않는 이에제도의 특성이 이들의 독립을 촉진한 결과 자립해서 독신생활을 하는 사
람들이 늘어났고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서 비혼 1세대인 전쟁독신 여성들이 출현한
것이다.
이렇듯 최초로 비혼 여성 집단이 형성되는데 전쟁이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전쟁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기존의 시각은 후방에 남아
있던 여성들을 피해자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자는 전장에 나가고 여자는
후방을 지킨다. 전쟁기에도 기본적으로 이 성별분업의 원리는 유지되었다. 이런 구
도에서 전쟁을 파악하면 남자들의 전쟁에서 여자들은 남편이나 아들을 전장에 빼앗
기고 후방을 지키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수동적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려

23) 「大正９年国勢調査」 「昭和15年国勢調査」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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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이런 통념은 전쟁시 후방의 삶에 대한 연구(村上信彦 1978; 加納実紀
代 1987)를 통해 사실의 전부가 아님이 밝혀졌다. 여자들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
라 명백한 가해자이기도 했다. 전쟁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여성 단체들의 활약이 이
것을 예증하며, 국방부인회24)와 같은 단체에 참가했던 이들에 대한 생애사연구는 이
런 단체들의 활동이 위에서부터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전쟁은 여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진출할 자유와
명분을 제공해준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더욱이 전쟁이 총력전체제로 돌입하면서
여성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1세대 여성운동을 대표하
는 이치카와 후사에, 히라츠카 라이초, 다카무라 이쓰에 등의 전쟁협력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거나 여성의 참정권을 얻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총력전체제를 여성의 권리 확장을 위한 혁신
의 기회로 받아들여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鈴木裕子 1986; 1989). 스즈키 유코에 따르면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닫혀 있던 공적 영역에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판단
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수행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국면에서조차 여성은 이류 국민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그것을 넘어서
고자 하는 여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국민화는 가족제도와 젠더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로 제한되었다. 국가와 여성 간의 인식차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여성들의 전장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여성 단체의 거듭된 청원에도 불구
하고 그것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우에노 치즈코(2000)는 이것을 두고 여성의
국민화라는 테제 자체가 내재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국민은 젠더화된 것이
며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국가를 통해 남녀평등을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를 해석했다. 이와 같은 전쟁체험이
독신 여성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흥미진진한 주제다. 하지만 이 연
구의 과제에서 벗어나는 까닭에 더 파고들지 않겠다. 다만 전쟁이 여성들에게 남성
중심의 젠더 질서가 불변하는 것도 자명한 것도 아니라는 통찰을 제공했을 것이라
는 점은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쟁독신자들은 자신들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때 “누구라도 좋은 것이
아니니까”라는 말로 일갈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혼자가 전사한 이들이 대표적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상대 혹은 걸맞은 상대와 할 수 없다면 결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한다. 이것은 전쟁기부터 이미 일부 여성들 사
이에서 결혼과 가정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가능한 여러 삶의 방식 중 하나
24) 1932년에서 1942년까지 활동한 일본의 부인 단체. 국방부인회의 목적은 후방에서의 전쟁
협력이었으며, 주로 출정병사의 배웅이나 위문품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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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비혼의 결혼관
을 실현시킨 것은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의 확대와 전후의 민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지지의 확보였다.25)

2, 비혼 여성과 가족이라는 친밀권26)

1) 가족주의 사회와 가족 없는 여자들
1945년 패전 직후 일본에서 전쟁 때문에 혼기를 놓친 비혼 여성들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서른 넘은 딸인 ‘산쥬무스메(三十娘)’가 일본 전역에 50만 명에 이른다
는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아래 세대인 결혼 적령기를 맞은 20대 여성들은 미혼
남성의 대량 전사로 인해 “사위 후보 한 명에, 며느리 후보가 한 트럭”이라고 할 정
도로 혹독한 결혼난을 겪어야 했다. 【표Ⅱ-2-1】은 1930년대부터 일본의 생애미혼율
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전쟁을 겪은 코호트에서 대량으로 생애미혼자가 발
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속설대로 청년기에 전쟁을 겪은 ‘다이쇼 두 자리 수, 쇼와
한 자리 수 출생’인 여성들이 50세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생애미혼율이 확연히 치솟
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쟁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생애미혼이 된 이 전쟁독신자들은
일본에서 최초로 형성된 비혼 여성 집단이다.
【표 Ⅱ-2-1】 성별 생애미혼율의 추이

1930년

1940

1950

1960

1970

1980

여자

1.48%

1.47

1.35

1.87

3.33

4.45

남자

1.68%

1.75

1.46

1.26

1.70

2.60

자료출처: 총무성 「국세조사」에서 연도별 조합

25) 여성들은 이에제도의 폐지를 통해 비로소 직업과 거주와 결혼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게 되었다.
26) 가족주의란 여러 친밀권 가운데 하나인 가족을 특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은 가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혈연과 성애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법률로서 보호받는 가족이라는 친밀권을 ‘가족’으로 표기하고, 그것 이
외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으로 정의하고 ‘친밀권’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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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도쿄도 민생국 부인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도쿄도 독신 중고년 부인의 실
태조사」27)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독신 부인의 대부분은 전쟁기에도 일했고 전후
에도 계속 일해 온 사람들이었다. 또 다수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패전
후 일본 밖에서 국내로 인양된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수입이 낮고
고학력자가 소수였는데, 학력에 따른 취업 혹은 생활조건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1973년에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차 질문지조사, 2차 면접조사의 형
태로 수행된 실태조사의 총 응답자수는 총 662명이었다. 응답자의 약 90%가 취업
상태에 있었으며 직업의 내역을 보면 사무직이 32.6%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자영업 16.2%, 공무원 13.0%, 점원 및 공원 8.5% 등의 순이었다. 가계의 주요한
수입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급료가 69.9%, 동거자의 부양이 5.5%, 집
세 지대수입이 4.1% 등이었다. 전후 일본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고 전업주부
가 가장 많았던 1970년대 초반 시점에서 조사 대상인 독신 부인 중 취업자가 90%
를 넘고 동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는 5%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
시 독신 여성들이 내세운 ‘자립’이 이념적 지향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에제도의 영향 아래서 딸은 언젠가 집에서 내보낼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며
느리로 보내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나 예의범절만 가르쳤다. 즉 별로 높은 교육을 시
키지 않았다. 딸에게는 자립 가능한 자격증 같은 것은 갖지 않도록 하고 남편에게
의존하기 쉽도록 길렀다. 그런 까닭에 전쟁과 패전 후의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생애
미혼이 된 여성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그려오던 남편에게 의존하는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자립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예상 밖의 인생을 보내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 전
례 없는 이들의 인생은 다양한 시련과의 고투였다.
비혼 여성은 가족 단위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 받고 거기에 더해 여성
이라는 이유로 비하의 대상이 된다. 속어로 혼기를 넘긴 비혼 여성을 의미하는 ‘우
레노코리(売れ残り)’의 사전적 의미는 ‘팔다 남은 상품’이다. 영어라서 다소 순화된
울림을 갖지만 올드 미스도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 밖에도 전후 일본에서 결
혼적령기를 넘긴 여성에 대한 낙인은 다양했는데 공통적으로 ‘요케모노(余計者)’ 즉
처치 곤란한 불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도 일본에서 이
우레노코리라는 단어의 낙인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력
이 높은 비혼 여성도 이 우레노코리라는 단어 앞에서는 단숨에 존재를 부인당하고
요케모노로 전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이처럼 비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생활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차별로 작용
27) 자료출처 「独身中高年婦人の老後生活について-都民婦人の意識と実態調査」, 東京都民生
局婦人部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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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상황은 도쿄도가 처음으로 「도쿄도 독신 중고년 부인의 실태조사」를 실
시했을 때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4월 16일 「요미우리신문」에
이 조사에 관한 소식이 기사화됐을 때 전쟁독신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지
금까지 독신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른 사
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도 꿋꿋하게 독신으로서의 삶을 헤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격려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여러 통 도착했다고 한다
(一番ヶ瀬康子 1973).
오랫동안 개혼사회를 유지해 온 일본 사회에서 비혼 여성은 확실히 이질적인 존
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후 비혼 여성 집단의 등장에 전쟁이라
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비혼 여성에 대한 낙인이 가
혹했던 맥락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바람직한 여
성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에서 전후 경
제발전과 더불어 일하는 여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고용률은 일관되게 상
승했던 것이 아니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샐러리맨 가정이 증가하면서 주부화가 진
전되어 전업주부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상회하기도 했었다. 그런 까닭에
고도성장기 일본에서는 전업주부가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기업전사 남편과 그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아내라는 성별역할분업은 자연화
(naturalization)된 젠더 역할로 간주되었고 그로 인해 주부가 아닌 여성, 생계부양
자가 없는 여성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류되었다.
성별분업 질서를 자연화하는 사회에서, 일하는 비혼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에
거스르는 존재였다. 남성 샐러리맨도 주부도 아닌 일하는 여성은 온전히 남자의 영
역에도 여자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
와 같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은 가족주의 사회의 규범적 압력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결혼퇴직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에서 근속하는 비혼 여성에게 가해지는 비공
식적 퇴직 압력이나 정년퇴직에서 공식적인 남녀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비혼 여성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또 독신자의 경우 가족공제가 없기 때문에 세
금은 남보다 많이 내야 하는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도
주요한 차별로 지적되었다. 가족 없는 독신자는 공영주택에 신청자격조차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어느 정치 간담회에서 독신자의 공영주택 입소를
허가하라고 요구하자 모국회의원은 “일반 세대와 독신 여성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
는 것은 풍기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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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혼과 가족으로부터의 자유

패전 후 전후 민주주의가 득세하면서 이에는 만악의 근원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
다. 메이지 이래 일본의 근대화가 결국 패전과 점령으로 종결된 바탕에는 이에의 봉
건성과 권위주의가 근대적 주체의 형성을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대중적 공감
을 얻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고 민주주
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에의 잔재로부터의 해방과 개인의 자유 획득이 강
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되고 대학의 문호가 여
성에게 개방되었다. 또 개인중심 사상의 강조는 여성이 개인으로서 자유를 획득하고
결혼에 대해 상대화된 입장을 취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40대 독신
여성의 기고문은 그와 같은 시대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결혼하는 것이 삶의 방식의 하나라면 하지 않는 것도 삶의 방식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본인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책임은 따르는 것이다....나는 어려서부터 부양을 받는 처지인 것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양받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해서 스스로 벌어
먹고 살고 싶다고 일찍부터 생각했다. 제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경제권을 쥐지 않으면 안된다....결혼한 친구들은 종종 내가 부럽다고 말한다.
“그렇게 부러우면 결혼 안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헤어질 수는 없다든가 벌어먹고 살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일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 같은 것은 세상천지 어디에도 있을 리가 없다.
멀쩡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서 공공연히 부양가족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업
주부정도인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 때, 왜 자기자식과 남편만을 위해서
한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바치는 것인가? 그런 터무니없는 헌신을 하니
까 자식이 독립하는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독신도 세월이 흘
러 40세가 넘으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간다. 하지만 나이든 부모는 아직도 나를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으로 가는 티켓을 손에 넣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그 나름대로 꽤 즐거운 일이거늘. 【사례 Ⅱ-2-1】
“한번뿐인 인생을”, (神崎房子 1977)

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일하는 존재로서의 비혼 여성상을 주부에 대한 대항
적 여성성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남성중심 사회에서 노동하는 여자의 권리에 대해
민감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일하는 비혼 여성들은 일찍부
터 여성의 임금 불평등 문제나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조기퇴직제도 등, 노동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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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해 발언하고 주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저임금과 차별
대우를 비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일본의 노동관행 하에서 차별을 당
하는 일하는 여성 일반의 문제로서 제기한 것이다.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독신 여성의 입장에서는 저임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정신적 궁핍은 이른바 인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단지 임금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승진 문제, 정년 문제 등 독신으로 일하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은 모든
점에서 열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독신 여성의 문제는 넓게는 여성 문
제다. 때문에 독신이라는 특수성을 문제 삼기 이전에 여성 전체가 놓여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독신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 위에서 독신 여성이 놓여 있는 차별적 환경이
나아가서는 여성 전체의 지위를 억압하고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
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사례 Ⅱ-2-2】 “일하는 여성의 현장으로부터의 발
언”, (柴山幹子 1974).

앞서 무타의 논의를 빌어 20세기 초의 새로운 여성성이 가정의 주역이 되어 여자
로서 행복해지고 국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전후의 전쟁독신 여성들은 가정과 여자의 행복이 아닌 자립적인 삶을 새로운
여성성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여자=모성=가정’을 전제로 한 기존의 여성상
에 대항해 자립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여성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이 내세운 자
립의 핵심에는 누구에게도 부양받지 않는다는 경제적 자립이 있었고 이에 근거해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는다는 생활상의 자유가 있었다. 이처럼 자립을 내세움으로
써 당시의 독신 여성들은 두 집단을 동시에 겨냥해 선긋기를 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는 첩이나 후처와 같이 종래 결혼제도의 주변부에서 남자들에게 부양받던 여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 급속하게 증가한 남편에게 경제적
으로 의존하는 전업주부에 자신들을 대비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독신 여성들의 자립에 대한 제약과 위협은 성차별적 노동 시장이나 독신
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통념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로부터도 왔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남존여비라는 낡은 이에 규범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했고 독신 여성 당사자
도 개인은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가족주의를 내면화한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3) 비혼 여성, 가족 돌봄의 숨겨진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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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독신 중고년 부인의 실태조사」(1972)에서 주거 항목을 살펴보면 동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이 전체의 46.1%로 동거자가 있는 경우와 약 반반으로 나타났
다. 동거자가 있는 경우 상대는 어머니가 약 반수를 차지해서 전체 응답자 네 명 중
한 명은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어머니가 노령화해
서 개호28) 문제를 생활의 큰 고민으로 꼽고 있었다.
이에제도가 폐지되고 근대가족이 보급되면서 직계가족의 규범은 약화됐다. 새롭게
결혼한 부부는 부모 집에서 떨어져 부부 단위의 핵가족을 구축했다. 즉 부모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게 된 것이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표준가족에 맞춰 대
량으로 지어진 전후의 단지주택에는 부모의 공간이 처음부터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화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나이든 부모 세대였다. 종래 2세대, 3세대가 더
불어서 사는 가족형태를 당연시 해왔던 나이든 세대는 우선 호적에서 아들 부부가
빠져나갈 때 시대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이어서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의 거절에 직
면해 가족의 변화를 실감하였다. 이에 따라 전후 핵가족으로부터 방출된 노부모가
독신 딸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보이지 않게 증가했다.
앨런(Allen 1989)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미국의 독신 노동계급 여성의 생
활사에 관한 조사를 통해 생애과정 관점에서 여성이 겪는 경험의 이면을 포착했다.
알렌은 1910년에 출생한 코호트의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의 생애사를
비교했다. 한 그룹은 열다섯 명의 독신 여성, 그리고 다른 그룹은 결혼해서 부모가
되었고 조부모기도 거치고 배우자를 잃는 시기도 거친 열다섯 명의 기혼 여성을 선
정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가족, 직업, 건강, 거주, 친구 관계를 비교하였다. 서
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 두 그룹의 생활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결혼한 그룹의 여
성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여성의 삶이 매우 유사했다는 것이다. 즉 조사에 응한 여
성들은 모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동안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 왔다. 독신
여성의 경우는 돌보는 대상이 출생가족이고 기혼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가족을 돌
보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가족 연계의 정도에서 기
혼 여성과 독신 여성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기혼 여성보다 독신
여성의 지위는 평가 절하된다는 인식을 조사에 참가한 모든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
었다.

28) 개호(介護: kaigo)는 노인돌봄을 뜻하는 일본식 용어다. 고령자의 생명유지와 생활지원
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단어로, 장애인에 대한 개조(support)와 환자에 대한 간호(nurse)에
서 한 문자씩 따서 합성했다. 196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1983년 『고지엔(広辞
苑)』 사전에 등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개호를 우리말 ‘노인돌봄’으로 번역해
쓰고 있으나 번역어로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개호’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57-

일본의 전쟁독신 세대의 여성들의 생애경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기를 비롯해 일생의 다양
한 시기에 출생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나는 여성의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일가
의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했고 한숨 돌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독신이
돼서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례 Ⅱ-2-3】 독신
여성의 자서전, (藤尾美弥子 1982).

특히 맏딸의 경우 전쟁기의 혼란 속에서 부모와 동생들을 부양하고 가계를 지원
하느라 결혼을 늦춘 경우도 많았고, 중년기에는 앞서 도쿄도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여성이 많았다. 동거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부양을
동반했다. 때문에 동거하던 어머니에게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독신 여성
들은 일과 부모 돌봄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입원 3개월 만에 어머니는 상태가 악화되어 개인실로 옮겼고 낮에도 간병인
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출퇴근을 했고 낮에는 간병인에게 부탁했
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밤낮이 없게 되어, 간병하는 사람도 밤낮이 없게 되
었다. 나는 낮에는 평상시대로 출근하면서 밤에는 간병인과 교대로 눈을 붙이
면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상태가 되었다. 동생은 시청에서 퇴근하는 길에 매일
밤 병원에 와서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의 부인은 다섯 살과 두
살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딱 한 번 30분 동안 어머니를 문병
하러 왔을 뿐이었다. 어머니 간병은 나와 간병인에게 떠맡겼다.
입원한지 6개월 만에 어머니가 사망했다. 폐암이었다. 병원 비용도, 간병인
비용도 모두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터라, 그 즈음 나는 체력도 지
불능력도 한계에 봉착한 참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 구석에서는 안도하는 심정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나중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때의 일이 떠올라 두고두고 죄의식과 함께 서글프다는 생각
을 했다. 【사례 Ⅱ-2-4】 독신 여성의 자서전, (藤尾美弥子 1982).

위 경우는 딸에게 지불능력이 있어서 부모를 돌본 경우다. 그러나 일하면서 부모
를 돌보는 딸에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독신 여성의 부모 돌봄은 돌보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도 한계를 넘어서는 힘겨운 일이 되었다.
1928년생인 하가 씨는 베어링을 만드는 민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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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다. 작은 회사였던지라 사실상 경영자의 오른팔이 되어 모든 종류의 업
무를 해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보전 상태인 어머니를 혼자서 돌
봤다. 하가 씨가 일하는 동안 어머니는 거의 혼자 집에 누워 있었다. 당시는 휴
대전화가 없던 시대였던 까닭에, 어머니 베개 옆에 전화기를 두고 출근해서, 점
심때 매일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당시 그녀에게 10엔 동전은 필수품이었다. 하가 씨는 당시를 회고할 때
‘10엔 동전의 시대’로 불렀다. 어머니는 그녀가 54세가 되던 1982년에 78세로
별세했다. 【사례 Ⅱ-2-5】 독신부인연맹 회원들의 생애사, (古庄弘枝 2005).

이에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부모 돌봄은 며느리의 일”이라는 의식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결혼한 아들이 있는 경우, 독신인 딸이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것은 바람
직하지 못한 일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독신 딸이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일은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남존여비와 가족주의 규범은 독신인 딸들
이 가족 돌봄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아들이 결혼해서 자손
을 낳고 집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도리
라는 이에 의식의 영향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또 크게 보면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
이라는 내면화된 가족주의가 독신 여성들에게도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가 죽고 나면 비혼의 여자 형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가족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그런 임의적인 가족 구성원이었다. 전쟁독
신자들 중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많았던 탓에 부모 사후 형제들과 소원하
게 되면서 이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의 회고록에 자주
등장하는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는 구절은 이러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가족
에 의지하지 않는, 가족이 없는 노후를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두려움과 형제들에 대
한 기대가 독신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의 바탕에는 깔려 있었다. 그러나 노후에
그러한 기대가 충족된 경우는 소수에 그쳤다.

3. 대항적 공공권을 통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의 추구
사이토 준이치는 20세기 후반 세계적인 난민의 증가를 보면서 ‘장소를 박탈당한
사람들(displaced persons)’이 어떻게 생의 의지처가 되는 장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친밀권의 정치라는 형태로 제기했다. 1960년대 가족의 전후체제 한 복
판에서 남성 샐러리맨도 주부도 아닌 인생을 살아온 독신 여성들 또한 사회 속에서
몸 둘 곳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생의 의지처를 찾는 ‘난민’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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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처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렇듯 이에로부터 방출되고 근대가족에
도 포섭되지 못한 비혼 여성들이 가족주의 사회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에 어떻
게 저항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신 여성들이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해 정치의
장에 진출하고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을 구축해 나간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비혼 여
성들의 대항적 공공권의 창출과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의보다는 그것을 통해 어떻
게 비혼자가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친밀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제들이 발전되고 유
지되었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1) <독신부인연맹>의 결성과 대항적 공공권의 창출
<독신부인연맹(独身婦人連盟): 약칭 도쿠후렌(独婦連), 이하 본문에서는 도쿠후렌
으로 표기>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때문에 혼기를 놓친 전쟁독신자의 자조 모임을 표
방하면서 1967년에 전국조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도쿠후렌은 통상 회원 300명 규
모로 35년간 반전･여성운동, 독신자 권리찾기운동 등을 수행하다가 2002년에 공식
적으로 해산하였다. 이 절에서는 도쿠후렌의 활동과 소속 회원들의 생애사를 중심으
로 전후 일본에서 독신 여성 집단의 형성과 변천을 새로운 친밀권(親密圈)의 형성이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쿠후렌은 오랫동안 개혼사회를 유지해 왔던 일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독신 여
성 단체이며, 독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걸고 장기간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이다. 때문에 생애미혼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일본에서 도쿠후렌은 독
신 여성이 어떻게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친밀권은 어떤 특성을
띠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967년 9월에 결성된 도쿠후렌은 독신자 차별의 현실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인 반
격이었다. 조직 결성의 발단을 제공한 것은 본인도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고 독신으
로 살아온 전직 노동감독관이었던 오쿠보 사와코였다. 독신 여성이 안고 있는 사회
적 차별과 생의 곤란에 관해 잘 알고 있던 오쿠보 씨는 독신 여성들의 생활상의 곤
란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아사히저널』에 “여성의 위치: 단결합시다 전국의
하이미스-독신 여성의 실태조사”29)라는 제목으로 투고했다. 이것이 1967년 6월에
게재되어 미디어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취지에 공명한 독신 여성들이 전국에서 모
여들어 3개월 후에 도쿠후렌이 발족했다. 발기 회원 185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이 회사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85명이었고 그 다음을 차지한 것이
공무원으로 17명이었다. 나머지는 대개 비슷해서 자영업 13명, 교사 13명, 양재업

29) 하이미스(high miss)는 old miss에 대항하는 뜻을 담아 만든 일본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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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간호부 11명 등이었다.
당시 나고야에 살았던 35세 회사원 나루세 씨는 가입 경위를 이렇게 회고했다.
“가나가와현에 살던 오쿠보 씨가 도쿠후렌을 조직했는데, 그 때는 아직 인터
넷도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다. 신문, 잡지 같은 데서 독신부인연맹(独身婦人連
盟)을 생략해서 도쿠후렌(独婦連)이랬다. 처음 봤을 땐 ‘뭐냐, 도쿠후렌(毒婦
連)?’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었다(웃음).30) 다양한 친구가 생기고 세계가 넓
어질까 싶어서 편지를 보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그렇게 45년이다”. 【사례
Ⅱ-3-1】 2012년 12월 나루세 씨 면담 녹취 중에서

도쿠후렌은 1967년 창립 당시에는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노후 대책, 여행, 결혼상담 사업
부를 설치했다. 회비는 월 100엔, 30세 이상의 독신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
한 것으로 했다.31) 오쿠보 회장의 증언32)에 따르면 도쿠후렌 창립 당시에는 딸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해 6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여들었고 초
기에는 집단맞선과 같은 중매사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결혼사업은 자연히 소멸했고 이와 더불어 회원수도 ‘생애독신자’로서 분명한 정체성
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 30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후 계속 300명 정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도쿠후렌은 본부, 간토(関東) 지부, 간사이(関西) 지부, 도카이(東海)
지부와 기타 지방 회원으로 조직되어 가입과 탈퇴를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각 지
부 산하의 그룹에서 수행하고 본부에서는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
다. 소식지와 기관지, 정기 총회 등을 두어 정기적으로 각 단위 간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였다. 단위별 사업은 일상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었고 전체 사업은 독신자 차
별에 대항해 ‘전쟁독신’으로서의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발족할 때부터 도쿠후렌은 전쟁독신자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자신들의 독신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쟁미망
인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
30) 独婦(독신 여자)와 毒婦(악독한 여자)의 발음이 모두 ‘도쿠후’인 것을 두고 하는 농담.
31) 기본적으로 도쿠후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배우자와 자
식이 없는 독신 여성뿐이었다. 다만 회비를 내고 기관지만 받아보는 찬조회원이라는 제도
가 존재했는데 연구자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도쿠후렌과 인연을 남겨 두고 싶은 사람들이 탈퇴 시 활용한 제도였다. 이 찬조회원 중에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32) 東京歴史科学研究会婦人運動史部会, “戦争独身」と女性の戦後-独身婦人連盟会長大久保さ
わ子氏に聞く”, (女性史特集-歴史のなかのシングル), 『歴史評論』, 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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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도쿠후렌 회원들의 전쟁경험을 기록한 글을 모아 단행본으
로 발간하는 등 언론을 활용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결성 이듬해인 1968년에 발간한 『해신의 목소리는 우리 가슴에』(独身婦人連盟(編)
1969)는 전후 여성 문제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한 저작으로서 찬사를
받기도 했다.33) 피해자성을 강조해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도쿠후렌의 전략은
개인사와 기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재조명하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일정한 사회적 반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도쿠후렌은 복지와 세금 문제에도 전쟁독신의 레토릭을 활용했다. 전
쟁피해자인 독신 여성에게도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에서 과부에게 적용되는 것
과 동일한 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가 하면,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딸들에
게 상속권을 부여할 것, 증여세도 배우자 대우를 해 줄 것을 정부 각처에 요구하기
도 하였다. 비록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하나 2002년 해산할 때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세금과 관련한 활동은 ‘불필요한 존재’로 부정당해 온 독신 여성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독신자의 복지 문제를 정치화한 공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부 회원들은 창립 초기부터 독신자의 세금
과 복지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고 그 결과 1981년에 공영주택법 17조를 개
정해 독신자 지분을 만들도록 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종래
공영주택 입소를 신청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던 혼자 사는 사람도 비로소 공영
주택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성을 강조해서 낙인을 피하고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
는 전쟁독신의 레토릭은 호의적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이라
는 존재가 결여된 사회적 과부로 독신 여성을 규정짓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즉 전쟁 때문에 배우자를 얻지 못해 독신이 된 피해자라는 전쟁독신의 레토릭은 독
신됨(singlehood)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
문에 가족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없는 독신 여성들도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
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요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의 특수성과 시민성이 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
어 간사이 지부의 <온나노히 女の碑>와 관련한 활동은 전쟁독신의 피해자성을 보편
적 시민성으로 수렴해 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온나노히는 1979년 도쿠후렌 간사

33) 저술가이며 행정 관료였던 이치방카제 야스코는 전후 부인 문제를 다룬 저작에서 도쿠후
렌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전쟁과 독신 여성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쟁과
패전의 시대를 선명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전후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독신 부인 문제는 중요한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一番ケ瀬康子(編)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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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부가 중심이 되어 세운 전쟁독신으로 살아온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한 기념비
였다. 그 비석 전면에는 “여, 홀로 살다가 여기서 평화를 염원한다”라는 글귀를 새
겼고 뒷면에는 후세에게 전하는 반전의 경계와 더불어 “이 비석이 이후 홀로 사는
여성들의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취지문을 새겼다. 전쟁 피해자로
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겪은 고통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전 메
시지를 발신하는 이와 같은 활동은 참신한 발상의 반전평화운동으로 세간의 관심과
찬사를 모으기도 하였다.
이렇듯 창립 이후 반전운동, 여성운동, 독신자 권리찾기운동의 영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도쿠후렌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식적 대외활동의 소강 상태에
빠져든다. 간사이 지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온나노히 모임이 독신 여성을 위한 지연
묘(志縁廟)를 만든 것이 2002년 해산할 때까지 가장 눈에 띄는 대외활동이었다. 기
관지와 활동 기록을 살펴 보면 각 지부와 그룹 단위의 일상적인 활동은 이전과 달
라진 것 없이 계속되었고 오히려 활발해진 곳도 있었지만 대외활동만이 크게 축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대외활동이 위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첫째는 자발적 독신으로서의 ‘싱글’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결혼제도 바깥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싱글이 하나의 삶의 방식과 문화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싱글즈(single’s), 싱글우
먼(single woman), 싱글라이프(single life) 등 싱글을 앞세운 출판물이 넘쳐났고
비혼(非婚)을 외치는 저작물도 등장했다. 이때의 ‘싱글’은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발성
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전 세대의 ‘우레노코리’와는 다른 적극적인 함의를 담
고 있었다. 또한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도 이전 세대의 독신과 다른
점이었다. 이렇듯 자발적 독신의 유행은 1980년대 이후 세금이나 복지

문제에서

독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온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성을 강조한 도
쿠후렌 활동의 명분을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둘째는 회원들의 연령으로 볼
때 부모 돌봄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회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돌보는 대상
은 어머니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오랜 세월 어머니와 동거 끝에 자발적으로 돌보게
된 이들도 있었지만, 따로 살다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독신인 본인이 부모를 떠
맡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도쿠후렌의 결성과 활동을 대항적 공공권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사이토는 반공해투쟁과 주민운동을 거론하면서 “친밀권은 동시에 공공권의
기능을 가지기도 하며, 새롭게 창출되는 공공권의 대부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
난다”고 친밀권과 공공권의 관계를 서술한다. 이때 사이토가 염두에 둔 것은 어느
정도 경계가 뚜렷한 친밀권이 이미 존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공권이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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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듯하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쿠후렌의 경우는 사이토가 제시한 것과
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친밀권이 전환되어 공공권이 되었다기보다는 전쟁독신으로
서의 공공권의 형성과 그 이후의 조직활동이 새로운 친밀권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고 하는 편에 더 가깝다. 즉 전쟁독신을 내걸고 도쿠후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립
되어 있던 독신 여성들 간의 친밀권이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도쿠후렌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면서 동시에 재생
산을 불가능하게 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전쟁독신은 한편으
로는 피해자성을 강조하여 우레노코리라는 사회적인 낙인에 저항하는 측면을 지니
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신됨의 비자발성을 강조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등
장한 자발적 싱글 여성들과 도쿠후렌을 구분 짓는 경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결
성될 때는 30세 이상의 독신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었던 도쿠후
렌은 새로운 세대의 독신 여성 집단이 등장한 이후에도 ‘전쟁’과 결부된 특수성을
고수함으로써 동세대 동류집단으로서 고립되어 갔다.

2) 새로운 친밀권에 대한 상상과 실천
도쿠후렌은 일견 동질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신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소득 수준이나, 학력, 직업, 가족적 배경에서 거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천애고아와 다름없는 처지의 회원이
있었는가 하면, 이름난 집안의 딸로 본인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도 있었다.
공장노동자나 전화교환수가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나 회사사장도 참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에 거는 기대에서도 편차가 컸는데 공동 거주, 경제적 부양, 노후 돌봄
등 가족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을 도쿠후렌이 맡아주기를 기대하는 회
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취미와 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교적인 교제로 만족하는 이
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구성원 간의 차이는 가족과 다른 친밀권으로서 도쿠후렌의
운영 방식이나 사업 내용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족의 결핍을 채우는 형태로 가족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업과 기존의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친밀권을 만들고자 하는 사
업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의 도쿠후렌은 기대치가 높은 회원들의 요구에 호응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
거나 유사가족을 이루려는 방향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쿠후
렌 회원을 위한 ‘미니 노인홈’ 계획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창립 당시 설치된
노후대책부를 중심으로 장기간 추진되었는데 오쿠보 사와코 회장은 앞으로 만들어
질 미니 노인홈에 대한 청사진을 기관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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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위치한 미니 노인홈 ‘아카네 맨션’에는 C씨(66세), S씨(59세) Y씨(52
세), K씨(52세) 이상 4명의 독신자가 모여 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도쿠후렌이
운영하는 이 홈은 4명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다른 입주자가
50세 이상의 예비노인이면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이 아카네 맨션은 본래 C씨의
집이었던 곳을 전액 국가 보조금을 받아 노인홈으로 개장한 것이다. 4명에게는
각각 개인방이 있으며 부엌과 거실 등을 공유한다.... Y씨와 K씨는 현역으로 일
을 하고 있고 가사를 좋아하는 C씨는 식사 담당, 상사에서 30년 이상 일해온
S씨는 경리를 담당한다.....4명은 제 각각의 능력을 살려가며 활기차게 살아간
다. 【사례 Ⅱ-3-2】 “미니 노인홈 구상”, (大久保さわこ 1975).

노인홈이라기보다는 유사가족처럼 보이는 이런 구상은 ‘도쿠후렌 홈 적립금제도’
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당초 천만 엔을 목표로 출발한 이 적립금은 3년이 지
나도록 첫 해 가입자 43명이 낸 백만 엔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십여
년이 지난 후에 결국 적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결되었다. 건설 계획의 현
실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공동 거주라는 노후 대책에 이처럼 호응이 낮았던 이유
는 무엇일까? 연구자가 보기에는 도쿠후렌 회원들이 자가소유 비율이 높았다는 것
과 미니 노인홈 계획에 자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독신 여성 공동 거주 계획에 이끌려 도쿠후렌에 가입하는 이들도 소수지
만 꾸준히 있었으며, 이후에 이 계획은 원형대로는 아니지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토지와 자금을 마련해서 각지에 공동의 집을 만드는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간사이의 아와지섬에 세워진 ‘만남의 집 아이(つどいの家 AI)’의 경우는 건
설과정에도 도쿠후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완성된 후에도 단체방문이나
개인적인 장단기 투숙이 이어져 회원들의 “별장 겸 친정집”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구축하려는 도쿠후렌의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둔 것
은 지연묘(志縁廟) 만들기였다. “사후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자식이
없는 독신 여성들의 공통된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집안에 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 풍습에 따르면 그 묘는 장남 일가의 몫이고 자신이 새롭게 묘를 만든다고 하더
라도 사후에 찾아와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결국 자식이 있는 형제의 묘에 얹혀가
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절이나 민간 회사에 사후를 의탁하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독신 여성들의 처지에서 볼 때 온나노히 사업은 묘지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1979년 교토에 위치한 절인 죠자코지(常寂光寺)의 뒷마당에 온
나노히로 불리는 기념비가 세워졌고 10년 후에는 그 뒤편으로 납골당이 완성되었으
며, 이후에는 생전에 등록을 해두면 교토에 위치한 절까지 납골을 운반해주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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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시스템까지 마련되었다. 온나노히 모임에 가입한 회원들은 현재도 일년에 한
번씩 비 앞에 모여서 그 해 사망한 회원들을 추모하고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
다.
이런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나노히 사업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묘
지 문제 해결의 모범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전국 각지의 독신 여성들로부터 호응
을 얻었다. 회원 간에는 “무덤 안에서 만나기 전에, 살아 있는 동안에 차나 한잔 하
자”는 뜻에서 ‘뼈자매(骨姉妹)’ 모임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납골당의 공간 문제로 회
원 접수를 마감할 때까지 온나노히 모임에 등록한 독신 여성은 총 848명이었다. 사
후의 묘 문제로 고민하던 자식이 없는 후처들로부터 입회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
았지만, 회원은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뜻에서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독신 여성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노후, 사후와 더불어 가족이 없는 독신 여성들의 생활에서 큰 불안 요소는 병이
났을 때다.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간병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간토 지부에서는 ‘간병도우미제도’라는 것
을 마련하기도 했다. 병이 났을 때 도우미 회원에게 전화를 하면, 즉시 달려와서,
의사 수배, 입원 교섭, 필요한 물건들의 준비 등을 도우미가 대행해주는 제도였다.
200여 명에 달하는 간토 지부 회원 중에서 5명의 회원이 최초로 도우미를 자원하고
나섰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 발의되었던 이 도우미제도가 간토 지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이나 증언은 찾지 못했다. 이것은 자료 수집
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도우미제도가 단명했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가
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연구자의 돌봄과 관련한 현장연구에 비추어 볼
때, 친밀한 관계에서의 비공식적 돌봄은 호혜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대칭적 관계인
까닭에 친밀권의 범위를 근린의 면대 면 관계에서 확장할수록 지속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밀권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자의 생·생명, 불안이나 곤란에 대한 관심과 배려”인 것이다.
복지 문제나 정치적 사안 혹은 묘지처럼 비일상적이고 단속적인 사안을 매개로 할
경우에는 친밀권을 비교적 넓은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돌봄처럼 일상
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요구될 경우에는 친밀권이 면대 면 관계로 축소되는 경향
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밀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나 관
계 설정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3) 친밀권을 구성하기 위한 내용과 조건
사회운동 단체로서 도쿠후렌은 지도부와 규약이 존재하는 종적인 구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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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안팎의 작
은 그룹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성격은 횡적인 동류집단에 가까웠다. 이 때문
에 사업의 기획이나 운영 방식도 본부가 주도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특정 그룹이나
개인이 발의하여 회원들의 호응을 얻으면 추진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일 년에
네 번 발간되는 기관지 『아카네』와 간사이 지부와 간토 지부에서 각각 발간된 소식
지는 이와 같은 운영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도쿠후렌을 평등한 소통의 장
으로 만드는 특성이기도 하였다. 기관지와 소식지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가족주의 사회에서 독신이라는 일종의 신분적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는 연
대감을 쌓아가는 근거가 되었다. 또 기관지의 거의 모든 면이 회원들의 투고로 채워
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신으로서의 일과 생활, 돌봄과 건강, 도쿠후렌 활
동에 관한 것이 많았고 대부분의 글에는 자립한 독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긍정
과 자부심이 넘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도쿠후렌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친밀권
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실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도쿄의 본부에서 활동했거나 간부로서 적극적
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회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족적, 신체
적 제약 때문에 공개된 소통의 장에 나서지 못했던 단위 회원들의 활동과 교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2012년 12월 도쿠후렌 도
카이 지부의 송년회에 참석하고 3일간 송년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
시하였다.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는 2002년 해산 당시에 독자적으로 ‘불멸’ 선언을 하고
2012년까지도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던 유일한 지부였다. 오랫동안 지부장을 맡
아온 나루세 씨는 “도쿄나 간사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 도카이 지부는 내세울 만한
성과도 없이 평생 놀기만 했다”는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회원도 늘 20명 선으로
단출했으며 나고야에서 도쿠후렌 총회를 개최했던 것과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정도가 중요한 활동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활동 기록을 보면, 이
들은 연 평균 6~7회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말 그대로 친목활
동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최근 2~3년 사이 참가자가 급격히 줄었지만 평
균 10명 내외가 모여서 연초에는 신년회, 봄에는 꽃구경, 여름에는 맥주파티, 연말
에는 송년회, 그리고 가을에는 단체온천여행 등의 정례 행사를 벌였고, 그 사이사이
에 회원의 집들이나 문병, 노인홈이나 요양시설의 설명회나 견학회 참가 등의 비정
기 모임을 가져 왔다. 지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해산 이전의 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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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한다. 설문조사나 취재 등에 협력한 기록이 빈번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견
평범한 친목 단체의 활동 기록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상적 교류를 통해 장기간 구축해 온 생활상의 연대와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에는 단순한 친목회를 넘어서는 지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도쿠후렌은 어
떤 점에서 단순한 친목회와 다른 친밀권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이런 일상적 활동을 통해 친밀권을 구축하고 장기간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 절에
서는 도카이 지부 회원들의 사례를 통해 가족과 다른 친밀권으로서 도쿠후렌의 구
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Ⅱ-3-1】 2012년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 송년회 참가자 명단

생년

에다

결혼
이력

학력

1929년

無

여학교

사카이

1930

無

여학교

나루세

1931

無

여학교

미야모토 1933

無

고졸

직업

돌봄

경력

이력

시청
공무원

회사원

회사원
(23년)

대학직원

모(?）

남동생

부(?)

남동생

모(5년)

(3명）

모(3년)

언니

無

(30년)

야마다

1943

이혼
2회

고졸

회사원
(20년)

형제

남동생
여동생

남자형제
모(11년) (4)언니

연금
(월)

동거인

18만엔

無

15만

無

15만

無

17만

10만

주거

본인소유
단독주택

임대
시영주택

본인소유
아파트

본인소유
無

無

아파트

임대
아파트

(1) 입장의 동일함과 대화의 친밀성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야마다 씨의 초대로 연구자는 2012년 12월 2일 나고야에
서 열린 도카이 지부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당일 참석자는 간사이에서 온 회원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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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모토 씨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 연구자가 자기소개와 연구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인사를 마치자, 이들은 난처하다는 듯 웃으며 사실 자신들은 ‘전쟁독신’이 아니라
‘그냥독신’이라고 자백했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이 먼저 태어난 해였다. 이들에 따르
면 도쿠후렌에서 다이쇼 시대에 태어난 윗세대들은 정말로 전쟁 때문에 독신이 된
이들이 많았지만, 패전 당시 10대 초중반이었던 자신들의 독신은 전쟁과는 관계없
는 선택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개별 면담에서 이들에
게 도쿠후렌이라는 조직에 관해 소개하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모두가 첫
번째로 ‘도쿠후렌은 전쟁독신자의 모임’이라는 점을 꼽고 있었다. 상치되는 이러한
진술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혀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이들이 도쿠후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쟁독신’이 실제 독신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에 저항하는 대항 담론이면서 오늘날의 싱글
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는 일종의 세대 담론으로 수용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이라
고 해석했다.
독신을 선택한 경위는 각자 달랐지만,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와 스
스로 벌어서 먹는 생활상의 자립을 추구한 결과였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고 이야
기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한 긴 직장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표Ⅱ-3-1】의 직업 경력은 연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만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사환,
점원, 관광가이드, 타이피스트 등 다양한 비정규직을 경험한 후 1960년대 전후 여성
사무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규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경력이
현재의 안정된 연금생활의 바탕이 된 것이다.
【표Ⅱ-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명 전원이 현재 동거인 없이 혼자 살고 있었
다. 이들 중에는 친구가 많고 취미생활이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혼자 사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
히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혼자라서, 딱히 말이지, 우리들은 외롭다고 생각 안 해도 말이지, 세상 사
람들의 눈에는, 역시, “혼자 사니까 외롭지?” 이런단 말이지. “심심하지?” 이러
면서, 가지가지 소리를 해댄다구. 하나도 외롭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
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누구누구 부인 쪽이, 혼자서 외로운 거야, 남편
하고 자식이 떠나버리니까, 혼자서 외로워서...나야 진작부터 혼자 사는 것에는
익숙한 데다, 혼자 있는 편이 자유롭고, 그게 제일 편하지. 【사례 Ⅱ-3-3】 나루
세 씨 면담 녹취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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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대에게 결혼은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
다. 이렇듯 결혼 규범이 강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신 여성에 대한 비하
또한 혹독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시작된 싱글 붐과 장기불황의 시대를 거치
면서 가족의 개인화가 진행된 결과, 생애미혼자가 급증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어
도 결국 노년에는 혼자 살게 되는 ‘오히토리사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독신 여성과 도쿠후렌을 둘러싼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조 싱글’ 혹은
‘원조 오히토리사마’로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고소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의 ‘인생역전’을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토리사마의 시대에 이들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들이 혼자 살면서도 고립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가족과 다른 친밀한 관계로서 도쿠후렌이 존
재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결혼제도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
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쿠후렌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쿠후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연구
자가 송년회 참가자들에게 “도쿠후렌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임입니까, 참가하고 있는
다른 모임과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다르지, 역시, 모
두 같은 입장이니까”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되묻자 누군가 “말이
통하지”라고 한마디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입장의 동일함과 거기서 파생하는
대화의 친밀성을 본인들의 관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회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입장의 동일함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기보다
는 차이와 갈등 속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었다. 20년 동안 지부장을 맡아온 나루세
씨는 이전에 지부장이었던 두 사람이 “놀기만 하는 것이 싫다면서 그만뒀다”고 회
고하면서 도카이 지부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하고 싶으면 본
인이 앞장서면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을 탓했
다”고 논평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도 앞장서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
였다. 이렇듯 활동 내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 외에도 서로 다른 생을 살아가는 사람
들 간의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분란이 상존해 왔다는 것은 회원들과의 개별 면담
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와 이질성은 대화의 친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
을 잘 보여주는 예가 도카이 지부 송년회에서 우연히 천황의 후계자 문제가 화제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TV 에 비친 헤세 천황 부부가 나날이 노쇠해지는 것에서 시작
된 화제는 황태자 부부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거쳐 여성 천황의 가능성을 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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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흘러갔다. 비슷한 연배가 모인 자리라면 으레 나을 법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
기 수준의 대화였다. 연구자는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는 옆자리 회원에게 “귀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을 걸었다. 그러자 “나는 이러고저러고 할 거 없이 이참에 전부
그만두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대뜸 튀어나왔다.
돌이켜 보면 이 상황은 두 가지 점에서 인상 깊었다. 첫째는 뜻밖의 곳에서 천황
제폐지론자와 마주쳤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때 좌중 사이에 흐르던 침묵이었다.
당시 연구자는 도쿄에서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의 자조 모임을 참여관찰하고
있었다.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두가 침묵에 들어가는 순간에 익숙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순간은 해당 모임의 ‘내공’과 친밀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
석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모임에서 그런 식의 침묵이 발생하면 본격적인 토의로 이
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참가자가 농담이나 논점에서 빗나
간 발언으로 분위기를 누그러트리거나 아니면 침묵이 해소되지 않고 긴장감이 커지
면 결국 진행자가 나서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로 수습을 하고 다른 화제를 제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개였다.
그러나 도카이 지부 송년회에서 발생한 침묵의 상황은 달랐다. 연구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불편해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소하기 위해 말문을 여는 사람도 없었다. 마
치 길을 가다 넘어진 일행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멈춰 선 사람들 같았다. 충분히 침
묵할 때까지 모두 조용히 있었다. 그렇게 수분이 흐른 후 화제는 물 흐르듯 최근 연
락이 뜸한 동료에 관한 것으로 넘어갔다.
이 침묵을 목격한 후 연구자는 도쿠후렌 사람들의 친밀권에 대해 그 동안 품어왔
던 의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위의 침묵의 일화가 계층이나 학력을 비
롯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격하게 다른 도쿠후렌 회원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공
존해 왔을 지를 시사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이런 식
의 인내가 도카이 지부 회원들이 본부가 해산한 후에도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2) 느슨한 연대와 돌봄의 실천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의 회원들 중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은
드물었다. 일상적인 연락은 주로 전화를 이용하고 그 밖의 소식을 전할 때는 우편을
활용하고 있었다. 모임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날을 찾기 위해 서신과 전화를 이용해 대상자 전원에게 평균 2~3차례 이상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만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생기면 비상연락망을 동
원해 원인 규명과 안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정기 모임이 두 달에 한번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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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이 연락망은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이 서로 간병하고 돌보는 활
동이었는데 이것은 상호부조의 규약에 따른 활동이라기보다는 안부 확인에서 확대
된 자발적인 실천의 성격이 강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문병을 가는 것을 기
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섭외와 입원 수속에도 관여하였다. 특히 다른
회원들보다 10살 이상 어린 야마다 씨는 1977년 가입 이래 이런 역할의 선두에 서
왔다고 한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회원의 경우에는 간병은 물론 장례와 납골까지 회
원들이 협심해 치렀다. 그러나 이것은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회원
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 활동 기록부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렇듯 주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일대 일이 아닌 일대 다로 구성된 돌봄 관계의
형성은 도쿠후렌의 다른 그룹에서도 발견되었다. 단행본 『도쿠후렌』(古庄弘枝 2005)
의 저자인 고쇼 히로에 씨에 따르면 도쿄 무사시노 지역에서 활동해 온 무사시노
그룹의 경우는 2차 대전 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온 타마 씨가 82세에 치매
에 걸리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회원 3명이 공동으로 타마 씨 집을 드나들며 돌
봤다고 한다.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했다고는 하나 마찬가지로 고령인 다른 회원들
이 치매에 걸린 타마 씨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타마씨 노트’라는 일지를 만들어 금전관리를 포함한 생활전반을 관리하고 행정관청
업무와 시설입소 섭외를 떠맡았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회원들의 이런 노력 덕
분에 타마 씨는 무사히 좋은 시설에 입소해서 영면할 때까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도움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보험처럼 든든해 보이기도 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도쿠후렌에 가입한 이들도 있다고 도카이 지부 회원들은 이야기했다. 하지
만 그런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나 약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 그만두었다고 한다.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오랜 세월의 교류 속에서 이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연대의 원칙은 조합주
의적 상호부조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말자’는 형식적 개인주의도 아니었
다. 이들이 공유하고 원칙은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는 여성주의 운동의 기본 원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강하게 자립을 추구하지만 연대
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도움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의지하지는 않
는다고 하는 자립과 연대 간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도쿠후렌의 친밀권에서 서로의 생에 대한 돌봄의 실천은 중요한 활동이지
만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돌봄은 마사 파인만(Fineman 2004)이 법적 보호의 대상
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과 의존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케어의 연대’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친밀권연구는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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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탓에 혼란이 초래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사이토 준이
치의 친밀권에 대한 정의가 이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자는 친밀권 내의 돌봄이 반드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돌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 회원들이 동료를 간병하고 장례를 지낸 활동이나 무
사시노 그룹이 몇 년 동안 치매에 걸린 동료를 돌본 것은 전면적인 돌봄에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은 친밀권의 속성에서 담보된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에서 친
밀권과 ‘케어의 연대’가 접합(articulation)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돌봄
의 의미에서 보자면 통상적인 친밀권의 돌봄은 느슨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
상적 돌봄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
친밀권은 강한 연대로서의 가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들고 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친밀권의 속성은 근원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
쿠후렌 회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느슨한 연대를 장기간에 걸쳐 단단하게 구축함
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관계로 어떻게 생의 의지처를 만들 수
있느냐?는 반박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개 이런 질문은 그런 느슨한 관계로는 종래의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의 근저에는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가족 형성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깔
려 있다. 즉 가족 없는 사람들이 직면한 생의 곤란을 직시하기보다는 ‘가족을 만들
면 된다,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파인만(Fineman 1995)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한 쌍의 남녀의 성적
연대로 구성된 근대가족은 내용 연수가 다했고 이미 영속성과 안정성을 상실했다.
친밀권의 불안정성의 대안이 근대가족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 없는 비혼자들의 친밀권 문제는 ‘결혼의 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쿠후렌
처럼 일상적인 돌봄의 실천을 통해 느슨한 연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궁리하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가족과 다른 친밀권의 승인 문제
【표Ⅱ-3-1】에 나타난 참가자들의 부모 돌봄의 이력이 보여주듯이 도쿠후렌 회원
들의 대다수는 장기간 노부모를 돌본 이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에다 씨와 사카이 씨
는 평생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임종을 지켰고 나루세 씨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편모를 돌보며 20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야마다 씨는
34살 때 이혼한 후 20년 가까이 혼자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어
머니가 장남의 집에서 독신인 야마다 씨의 집으로 훌쩍 옮겨오는 바람에 동거가 시

-73-

작되었다고 했다. 4남 2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아버지가
남긴 집의 절반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야마다 씨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야마다 씨는 그로부터 14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동거한
지 3년 만에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자리보전 상태가 되자, 야마다 씨는 다니
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후 11년간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았다.
이렇듯 이들은 모두 장기간 부모를 돌봤지만 본인들에게는 돌봐줄 자식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우선 형제 관계를 살
펴보면 미야모토 씨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형제들과 정기적으로 서로 연락하며 방
문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특히 사카이 씨 남동생들의 경우는 과거 그녀에게 부
모를 맡기고 타지로 나갔던 것을 못내 미안하게 생각하는 까닭에 만년에 누나에 대
한 ‘효행’이 대단하다고 다른 회원들의 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형제 관
계가 가까운 경우에도 그들의 자식인 조카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이 지내는 것이 보
통이었다. 예를 들면 6남매와 그 자손들이 모두 나고야 지역에 살고 있고 정기적으
로 마작 모임을 열 정도로 형제 관계가 좋은 야마다 씨조차 “조카들 얼굴 보기 어
렵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어머니 장례식이니까 4년 전이다. 조카들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한국인인 연구자를 놀라게 했다. 나중에 결혼한 조카 둘
이 직계가족만 데리고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상황을
이해했고 그렇게 결혼식에 친척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일본에서 흔한 일이라
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듯 노후의 돌봄은 그만두고라도 세대가 다른 친족이 서로
얼굴을 맞댈 기회조차 매우 드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자립이 불가
능하게 됐을 때 조카들이 자신을 돌봐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도쿠후렌 회원은
거의 없었다.
그런 까닭에 도쿠후렌 도카이 지부 회원들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돌봄서비스
나 요양시설에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단체로 설명회나 견학회에 참
석하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병원 보증인과 장례 등을 대행해 주는 상업적인 가족대
행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이도 있었고 회원 중에는 이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하우스에 입소해서 살고 있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
들은 시설에 들어가기보다는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
고 있었다. 최근에 혼자 살던 회원 중 한 명이 한밤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다
음날 오후 헬퍼34)가 방문하고서야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결국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입게 된 동료의 불행에 관해 이야기하면
서 이들은 혼자 사는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서로 안부 전

34) 자택에 방문해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개호원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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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더 자주 걸자는 의논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도쿠후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돌봄이란 어떤
것일까? 단순화해서 전하자면, 자원을 가족, 상업 서비스, 도쿠후렌으로 놓고 볼 때
이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제 선례를 보면 가족과 도쿠후렌을 함께 취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종말기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쿠후렌에 남지만, 재산이
좀 있으면 반드시 어디선가 가족이 나타나서 데려가 버린다”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참석한 송년회 자리에서도 최근 연락이 두절된 마키 씨가 화제에 올랐다. 야마다 씨
가 며칠 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
고 ‘실종’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회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 뒤, 몇 주 전에 연락했을 때 마키 씨의 몸 상태가 나빠져 헬퍼가 대신 전화
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식의 돌연한 행방불명에 익숙해진 회원들은
말을 맞춰본 끝에 마키 씨가 이미 자리보전 상태가 되었든지 격리된 시설로 옮겨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덧붙여 연구자를 향해, 가족이나 행정담당자는 도쿠후렌 사람
들에게 연락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절대로 안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마키 씨와 각별하게 사이가 좋았다는 야마다 씨는 이 행방불명에 대해 초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마키 씨는 나하고는 정말 사이가 좋아서 나를 양녀로 들이네 어쩌네 하는 이
야기도 서로 오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역시 재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쿠후렌을 내걸고 가까이 갈 수는 없다. 조카들이 오해할 테니까. 이
런 식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은 다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다. 재산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유서를 작성해 놓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냥 종이에다 적어놓는다고 해 봤자
별 효력도 없고, ‘이거 뭐야’하면서 내버리면 그만이니까. 【사례 Ⅱ-3-4】 야마
다 씨와 나눈 대화기록 중에서

종말기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돌
봄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서는 설사 도쿠후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
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락두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보며 상식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
다. 우선 가족이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사람들이 소식을 알고 접견할 권리
조차 보장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또 돌봄의 질에 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 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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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는 활동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와 다름없다. 만일 이러한 활동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경시 당한다면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생각하는 돌봄이라
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4. 친밀권 간의 정치와 친밀권 내의 정치
이제까지 전후 일본에서 생애미혼자 집단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가
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해 왔는지를 도쿠후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도쿠후렌은
결성초기에는 독신 여성을 ‘팔다 남은 상품’으로 비하하는 낙인에 대항하는 담론으
로서 전쟁독신을 내세우고 공공 영역에 진출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싱글 붐 등의 시대 변화와 더불어 활동의 초점이 회원들 간의 친밀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도쿠후렌의 친밀권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간에 걸친 일상적 교류와 돌봄의 실천을 통해 느슨한 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
으로 구축된 것이었다. 연구자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당사자들에게 도쿠후렌은 ‘부르
면 들리는 거리에,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생·생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되는 관계성”이 구축되었다는
의미에서 도쿠후렌은 운동 단체나 친목회를 넘어서 친밀권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장은 친밀권 형성의 기제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유지되는가에 초점을 맞
춤으로써 사이토 준이치의 친밀권의 정치학을 내적으로 확장하고자 시도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도는 기존의 가족과 복지 분야의 연구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의 관심은 ‘친밀권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가’(上野千鶴子
2008)하는 범주적 것이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밀권을 복지의 우산 밑으로 끌어들
일 수 있을까’(久保田裕之 2009; 2011)라는 정책 방향의 모색이 중심을 이루었다.
애초에 친밀권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더불어 가족주의 사회에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세력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학적 현장연
구를 통해 비혼 여성의 새로운 친밀권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이 장에서는 친밀권
의 구축과 공공권 창출의 구체적인 맥락 관계를 통해 친밀권의 형성을 추적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친밀권 간의 정치학’의 필요성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
도와 차별화 된다.
도쿠후렌처럼 가족과 다른 친밀권은 가족에게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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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와 종종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친밀권을 정치
가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친밀권의 정치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가족
주의는 여러 친밀권 가운데 하나인 가족을 특권화 하는 제도이며 이데올로기다. 가
족주의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위계 질서는 가족이라는 친밀권과 가족과 다른 친밀권
간의 경합과 갈등의 원인이 되며, 거기에서 각 주체들의 다양한 전략과 정치가 발생
한다. 따라서 가족주의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수의 친밀권 간
에 발생하는 친밀권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
이다.
이것은 특히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돌봄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친
밀권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일본 정
부는 최근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을
다시 가족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더불어 인구 변동에 따른 가족 돌봄 자원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웃 간에 상부상조하며 살던 마을 전통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TV 에서는 시타마치35)나 도시의 집합주택에서 맺어지는 유사가족 관
계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노인돌봄을 테마로 한 커뮤니티 카페가 행정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장려는
달리 보자면,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에서 행해지는 돌봄의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차원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쿠후렌의 예에서 보듯, 다자
간의 친밀한 관계는 간단히 구축되기 어려운 것이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
도와 행정시스템에서 그 존재가 비가시화 되고 가족이라는 친밀권의 절대적 우위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돌봄의 잠재성을 끌어내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즉 가족주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친밀권을 다변화하려는
것은 문을 열면서 동시에 닫으려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친밀권 간의 결합과 상
호보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열 관계를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
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친밀권 내의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사이토 준이치의 친밀권의 정치학은 한계
를 드러낸다. 사이토의 관점에서 보자면 친밀권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
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빛의 세계인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친밀권의 어
둠은 정치를 만들어내는 자궁과 같은 구실을 할 뿐이다. 물론 그 역시 ‘개인적인 것
은 정치적인 것이다’는 여성주의의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사 영역의 이분
법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 영역에 대한 빛과 어둠의 이분법에 사로잡
혀 있기 때문에 친밀권 안에 존재하는 차이와 항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친밀권

35)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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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차이와 항쟁을 무시하고서는 가족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가족 없
는 사람들의 친밀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혼자의 친밀권연구에서는 가족과 가족과 다른 친밀권 간의 역할을 규명
하는 것과 동시에 친밀권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을 통해 친밀권의 정치학을 정
교화 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이 친밀권 내의 차이와 항쟁
을 파악하는 핵심어를 가족 돌봄이라고 설정하고 비혼자의 시점에서 이 돌봄과 친
밀권의 문제를 집중 탐구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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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싱글의 시대와 노동자⦁소비자로서의 비혼 여성
이 장에서는 전후 질서가 붕괴하고 불안정화하는 속에서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구
조적 압력이 비혼자의 삶에 어떤 역동을 만들어냈는지를 주로 비혼 여성의 노동, 소
비,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에게 ‘전후(post
war)’를 살고 있다는 의식은 뚜렷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쟁독신을 내건
도쿠후렌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독신됨을 전쟁과 연결한 도쿠후렌의 레토릭은
1970년대까지는 30~40대의 비교적 젊은 독신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택으로서의 비혼을 강조하는 싱글이 유행어가 되면서 도쿠후렌은
점차 전쟁의 영향을 받은 구세대만의 조직으로 고립되어 갔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줄어든다는 인구 변화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후를 틀 지워온 삶의 질서가 종결되고 해체되어 온 1980년대 이후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요시미 순야는 ‘전후(post war)’에서 ‘포스
트전후(post-post war)’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전후는
1970년대 후반부터 포스트전후 사회로 전환되었고 이때 포스트전후란 새로운 시대
의 시작이 아니라 구시대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요시미에
따르면 1980년대가 전후체제의 내부로부터 구조적인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였다면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전후 사회의 구조 붕괴가 급격하게 가시화되면
서 사회 불안정이 심화돼온 과정이다. 이 전후에서 포스트전후로의 이행에서 핵심은
전쟁기의 총력전체제부터 연속하여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조직된 일본형 복지국가
체제의 시간과 주체가 전지구화 속에서 무너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포스트전후 사회
를 논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연속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질서가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그 종말 속에서 새로운 시
작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모색해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포스트전후는 가족의 시대가 저무는 과정이기도 하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하고 비슷한 수의 자녀를 만들던 가족의 전후체제는 비혼자의 비약적인 증
가와 더불어 저물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 장에서는 싱글의 시대로 정의하고 가족의
시대가 종말을 맞는 양상을 포스트전후에서 새롭게 부상한 비혼자 집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시기적으로 싱글의 시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남녀공동참가사회의
국가기획이 가동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까지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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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전후와 포스트전후의 시대구분

축

지배체제

정치와
사회운동

전후 사회

포스트전후 사회

(1945~1970년대 전반)

(1970년대 후반~현재)

세계 질서

냉전

포스트냉전

국가체제

복지국가(토건국가)

신자유주의

역사적 조류

고도경제성장

전지구화

정치 슬로건

소득배가에서 열도개조로

민영화와 규제완화

산업과
고용

가족과
사회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대결의 정치)

지구환경 문제, 소수자운동

첨단산업

중화학공업

정보서비스산업

고용형태

연공서열과 일본형 경영

정리해고와 비정규 고용의 확대

가족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격차의 축소

격차의 확대

(격차의 비가시화)

(격차의 가시화)

사회구조

출처: 요시미 순야 2013 『포스트전후 사회』 pp.5~14에서 재조합

1. 가족중심 사회에서 개인중심 사회로의 이행
전후와 비교할 때 포스트전후의 비혼화의 특징은 인구 규모면에서 비약적으로 커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초혼 연령의 상승과 연관된다. 1970년
에 남성 27.5세, 여성 24.7세였던 초혼 연령은 1990년에는 남성 30.4세, 여성 26.9
세로 상승했다. 이렇게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한 배경에는 이전에
비해 비혼자가 살아가기가 수월해졌다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 들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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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활성화와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도입으로 여성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결혼
하지 않고 지내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더불어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고 연애의 완성으로서 결혼에 이른다”는 근대가족의 문화적 각본은 “올바
른 짝”을 만날 때까지 결혼을 유보하는 비혼과 생애미혼의 서사로 전유 되었다. 비
혼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지, 결혼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비혼자에 대한 낙인은 이전 시대에 비해 완화되었다.

1) ‘싱글’ 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
싱글은 포스트전후의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절에서는 싱글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다. 첫째로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 시장 진출이 만혼화
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을 개관한다. 둘째로 전후적 연애 각본의 붕괴가 어떻게 싱글
의 확산으로 이어졌는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낮은
혼외출산율과 모성신화가 유지되고 있는 맥락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1) 여성의 탈주부화와 비혼화
전후 일본에서 여성이 쥔 으뜸 패는 모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성이 여성에게
부여한 권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정을 비호하는
존재로서 전후에 대중화된 주부는 처음부터 경제적 자립에 발목 잡혀 있었다. 헤게
모니를 동의에 의한 지배라고 했을 때 전후를 대표하는 전업주부의 여성성은 가장
대중화된 시점에서도 사회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 우위에 서는 데 실패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리만이 일본 사회에서 가진 헤게모니를 전업주부는 가져본 적이
없다.
1955년부터 시대를 달리하면서 전개된 주부논쟁36)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주부를
36) 주부를 둘러싼 전후의 논쟁. 제1차 주부논쟁은 1955년 이시가키 아야코의 “주부라는 제
2의 직업론”이 발단이 되어 주로 잡지 『부인공론』을 무대로 다수의 여성 논객과 남성 논
객이 참가해서 주부의 직장진출을 둘러싼 시비를 논했다. 제2차 주부논쟁은 1960년대 『아
사히저널』에 이소노 후지코가 “부인해방론의 혼미”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가사노동논쟁의 성격을 띤 논쟁을 벌였다. 제3차 주부논쟁은 다케다(武
田京子)가 『아사히저널』에 “주부야말로 해방된 인간상”(1972년)이라는 논문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여기에 1990년대 들어 오치아이 에미코와 야마다 마사히로의 전업주
부폐지론에 대해 이를 반박하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전개된 일련의 논의를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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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종속과 경제적 자립 문제가 얽혀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이
케다 사라코가 지적한 것처럼 “주부나 모성을 이데올로기로는 숭배하면서도 경제적·
구체적으로는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는 현실 사회에서, 주부나 어머니라는 존재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池田祥子 1991). 이러한 주부의 한
계는 1세대 비혼 여성인 전쟁독신자들이 주부의 의존에 대해 자신들의 자립을 대항
적 여성성으로 내세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주부화는 1975년 정점에 달한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주부를 대
상으로 하는 고용 시장이 생겨나면서 점차 기혼 여성이 파트타임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로 바뀌어 나갔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확대되고 있
던 3차 산업의 불완전 고용 시장에 기혼 여성을 끌어들이려는 경제계의 움직임과
석유파동 이후 남성의 임금 신장률이 저하되면서 증대된 주부들의 취업 수요가 맞
아떨어지면서 벌어진 변화였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은 증가했지만 종래의 성별분업
의 구도는 온존되었던 까닭에 주부의 파트타임노동자화는 남편은 일, 아내는 일, 가
사, 육아, 기타 돌봄이라는 신성별분업의 양상을 띠고 확산되었다.
월급을 가져다주는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사는 것이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
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지나면서 강력한 성별분업에 기반한 전후가족은 더 이상
여성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의 형태가 아니게 되었다. 딸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고 충고하는 어머니가 늘어났고 이것은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 포스트전후에 이루어진 여성의 고학력화의 배경에는 일하는 어머니
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주부들이 파트타임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 부분은 자녀의 교육비로 충당되었다. 딸을 대학에 보내면서 어머니가
자립하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생애독신으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근대가족에
포섭된 여성들 사이에서 형성된 자립의 담론은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에 두었던 전
쟁독신 여성들의 자립 담론과는 달랐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혼과 모성을 전제로
한 자립이었고 평범한 주부를 넘어선 ‘성공한 여성’에 대한 지향이었다.
차 주부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부논쟁의 흐름은 전후 주부의 지위 변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제1차 논쟁은 대중화된 주부 신분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었고, 제2차는 주부화 시대를 선취해서 주부노동의 경제평가를 문제로 삼은 것이었다
면, 제3차는 겸업주부가 등장해서 전업주부의 자명성이 상실되어가는 시기에 전업주부의
아이덴티티의 정당화로서 등장했고 제4차는 이미 소수파가 된 전업주부를 비호하는 보수
파의 주장으로서 등장했다.
이상의 내용은 『이와나미 여성학 사전』(井上輝子·上野千鶴子·江原由美子·大沢真理·加納実
紀代(編) 2002)에 실린 ‘주부논쟁’ 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밖에도 묘키 시노부(妙木忍
2009)는 1987년 탤런트 아그네스가 아이를 데리고 촬영장에 나타난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
진 논쟁과 2004년 사카이 준코의 『패배한 개의 외침』(酒井順子 2003)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까지 포함해 주부논쟁을 총 6차에 걸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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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부터 여자의 대학진학률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상회되었다는 것이다. 1989년 처음으로 여자의 대
학진학률은 2년제 단기대학을 포함할 경우 남자를 상회했다. 남자의 대학진학률이
35.8%인 것에 비해 여자는 36.8%로 나타났다. 그 후에도 여자의 대학진학률은 계
속 상승해서 1996년에는 48.3%(2년제 포함)로 남자 44.2%를 웃돌고 있었다. 두 번
째로 주목할 점은 여자의 대학진학률 상승에서 나타난 구성상의 변화였다. 전후 여
자의 대학진학률 상승을 주도한 것은 2년제 단기대학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부터 여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큰 폭으로 상승해 단기대학 진학률을 능가하게
된 것이다. 1996년 여자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24.6%로 나타나 단기대학 진학률
23.7%를 처음으로 상회했다.
당시 여자의 대학진학률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한 것은 두 가지 요인이었다. 첫째
는 1986년에 시행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하 균등법)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
성의 취업 문턱이 낮아진 것이었다. 둘째는 1990년을 전후한 거품경제기에 호황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여학생의 취직률이 남학생을 상회하는 등 여성 고용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요인을 동력으로 여성의 교육기간이 장기화되
는 것과 더불어 같은 기간의 미혼율도 동반 상승했다. 1985년에서 1995년까지 10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5세~29세 여성의 미혼율은 30.6%에서 48.2%로 치솟았다.
이렇듯 고학력화에 따라 여성의 미혼율이 상승하는 것은 선진산업국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다른 산업화된 국가와 비교할 때 특징
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 시장에서 지위를 획득
하는 것이 여성들의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
이다. 오노(Ono 2003)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결혼 시장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본적 특성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오노
는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수입이 결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 미혼 여성의 고수입이 결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했다.
소득이 높은 여성이 저소득 여성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결혼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노는 이것을 성역할 기대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론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고소득 여성들은 남성의 소득에 대한 요구가 작기 때
문에 결혼의 동기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남녀의 역할에 대
한 기대가 보다 유사하고, 따라서 남녀가 모두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바람직한 배우자로 간주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성별에
따라 특정한 활동 유형이 구체화되고 이러한 활동의 맞교환이 부인과 남편 사이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득이 여성의 결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83-

사실 여성의 고학력이 비혼을 불러온다는 것은 오래된 속설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는 그러한 ‘비혼에의 위협’이 딸의 교육
과 관련한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젊은
여성의 미혼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딸을 4년제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지향
은 약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모들이 딸이 비혼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처럼
무시무시한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전후에 혼기를 넘긴 독신 여성
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삶의 표상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들은 딸이
혼자 살게 될까봐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소극적이었다. 결혼은 당
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고 딸이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워했다. 대학의 사무원이었던 미야모토 씨(82세, 비혼 여성)는
40대가 넘어서까지 부모가 결혼을 권유했다고 회고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젊을 때
는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딸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후처로 가서
남의 자식을 키우고 살더라도 남편 그늘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은 1970년대까지도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의식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립할 수 있
으면 반드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확산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라틴
음악 싱어송라이터로 살아온 쿠미하라 씨(52세)는 서른 살 즈음에 아버지에게 결혼
할 생각이 없노라고 했을 때 들었던 대답을 지금도 기억한다. 종합상사의 샐러리맨
이었던 아버지는 “그래도 좋지만, 국가가 지켜주는 자격증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즉 국가가 지켜주는 자격증이 있다면 싱글로 살아도 괜찮다고 반응한 것이다. 또 큐
슈의 온천 마을 출신인 모리사와 씨(47세)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모리
사와 씨는 취업과 함께 상경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 결혼하라는 부모의 걱정이
나 압력이 없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모리사와 씨는 32세가 되던 해의 일을 생각해
냈다. 벳부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어머니가 모리사와 씨에게 혼담이 들어왔다
는 이야기를 꺼냈다. 상대는 몇 년 전에 상처했고 아이가 둘 딸린 이웃 마을의 중학
교 교장이었다. 어머니는 너한테 말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선에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아마도 ‘후처로 가서 남의 자식을 키우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것
이 낫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모리사와 씨는 그 사건 이래로 어머
니와 결혼에 관해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부모 세대의 이러한 태도 변화와 더불어 사회재생산의 에이전트로서의 부모의 역
할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자식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깝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와 비교가 되었는
데, 연구자가 만난 일본의 중년 비혼자들의 생애사에는 같은 세대의 한국인 비혼자
들의 이야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두 가지 화소(motif)가 없었다. 하나는 부모의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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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서 결혼하라는 부모의 압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식에게 전달된다. 그 중
에서도 부모가 비혼인 자식을 ‘남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비혼자가 깨닫게 되는 일
화는 한국 비혼자의 생애사에서 자신의 비혼됨을 자각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결혼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일 자
체가 드물었고, 있다고 해도 말 그대로 권유나 걱정 수준이지 강압이나 모욕이 개입
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자식의 비혼이 부모의 수치라는 생각이 사
라진 것이다. 다음으로 비혼자들의 생애사에서 없는 것이 혼사장애의 화소였다. 한
국 비혼자들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결혼할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
하는 것이 부모의 반대와 돈 문제였다. 그런데 일본의 비혼자들이 동일한 경험에 관
해 이야기할 때 부모의 반대가 결혼이 무산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는 없었다. 또 돈에 관해서도 본인의 직업이나 재정 문제 차원에서만 거론될 뿐 한
국 비혼자들의 생애사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가족의 생활비 보조나 부채 등 가
족 차원의 돈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37)

(2) 전후적 연애 각본의 붕괴
결혼행동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사귀고 결혼을 결단하는가 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사와 미호와 미타 후사미(岩澤美帆·三田房美 2005)는
1977년에서 2002년까지 실시된 「출생동향기본조사」에 나타난 결혼한 부부가 상대
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혼행동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들에 따르면
전후 일본인의 결혼행동의 변화를 특징짓는 가장 큰 흐름은 중매결혼중심에서 연애
결혼중심으로 이행한 것이다. 또 연애결혼의 내용이 1980년대 이전에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는 직장결혼이 중심이었다가 직장결혼이 감소하면서 비혼화가 나타났다
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저자들은 전후 직장결혼의 번성은 전후체제의 산업적
인구적 요인의 특수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비
혼화가 진행된 것은 직장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젊은 남녀의 만남의 장으로서 기
능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장시간 노동과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사회
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젊은이들이 새로운 만남의 장
을 개척하고 교제할 상대를 찾아 나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 비혼화의
배경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이러한 시대 분석은 명료하기는 하지만 당시를 살았던 이들의

37) 이것은 물론 조사지역이 대도시인 도쿄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으로 가면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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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현재 40~50대가 기억하는 1980년대는 1983년에 도
쿄디즈니랜드가 개장하고 디스코 클럽과 스키장 펜션이 전례 없이 번성하는 등 이
전에 없던 만남이 장이 증가하고 데이트컬처가 정착된 시기였다. 따라서 직장 안에
서 상대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혼화가 진행되었다는 분석만으로는 어딘지 설
명이 부족한 것이다. 비혼화의 분기점이 된 1980년대에 남녀 간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좀 더 다각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 드러난 표상을 보면 전후 고도성장기에는 결혼에 대한 이상적 각본이
있었고 그것이 손에 닿는 것으로서 제시되었다. 그것은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
은 인생”이라는 표어로 집약되는 각본이었다. 1980년대는 이러한 각본을 실현시키
려는 이른바 중산층의 꿈에 일본 전체가 도취되어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시점에
서 돌이켜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고, 연애결혼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구축한다”는 보통사람의 인생 각본은 거품경기가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꿈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전화하고 있었다. 당시 절정기를 맞았던 텔레비전과
잡지가 주도해 만들어 낸 모두가 보통인생을 사는 일본이라는 틀이 이미 안으로부
터 와해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리카와 카이치로(森川嘉一郎 2008)는 이러한 시대 변화를 흥미롭게도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남학생들의 교실 내 위계와 오타쿠 문화를 통해 접근한다. 모리카와
에 따르면 남학생의 교실 사회에서의 위계는 운동과 같은 세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이 두 가지가 서투른 학생은 비록 학업성적이 높다고 해도
세대 내 위계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위계는 1980년대 전반까
지는 중학교 이전의 교실에서만 강하게 작동했고 진학이나 졸업과 더불어 학업성적
에 따른 지위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운동이 서투른 인기 없는 남학생이
라고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주위로부
터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자연히 결혼상대도 나타난다고 하는 장래 상
을 그려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유소년기에 운
동을 못하고 아이들 사회에서 자신감을 얻는데 실패한 남학생은 같은 세대와 커뮤
케이션하는 능력에 결함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설령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해도 그
것만으로는 세대 내에서 지위를 높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여된 채 사회에 진출해서는 출세도 어렵고, 이성 파트너를
획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리카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변화
를 당시의 청소년들은 민감하게 감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세대적·계층적 통찰이 그
들 중 다수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허구성 높은 대상으로 관심을 돌리는 배경으
로 작용했다. 80년대 후반부터 남학생 교실사회에서 서서히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거품경기가 초래한 고도화된 대중소비사회에서 알맹이나 실익보다는 포장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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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고적 원리가 득세하고, 그 후 거품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어른사회의 권위나 힘
이 약해짐에 따라 같은 세대 내의 수평적 차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 동인으
로 분석된다.
모리카와의 분석은 잘 생기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남성에게 연애의 기회가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남성은 만남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게 된 인기남과 비(非)인기
남 간의 격차의 기원을 교실문화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독창
적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 대한 몰두가 청소년기의 일시적 취미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취미에 우선 순위를 두
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오타쿠’로 이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세대가 계속 더해짐에
따라 오타쿠 인구가 누적돼온 과정을 해명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또 이러한 오
타쿠 집단의 발전 구조가 비혼화와 맺는 상관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벗어나 성인 간의 만남의 장에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면과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1980년대 이후
탈근대적 기호소비의 범람 속에서 ‘리얼한 것’에 대한 경멸이 확산되었고 연애와 섹
슈얼리티도 이 기호소비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갔다는 점만 짚어둔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실물이 아닌 허구적 대상과 친밀한 관계에 빠져드는
경향의 증대를 현실에서의 좌절에 대한 보상으로 단순화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전후 일본에서 전후적 연애 각본의 붕괴는 연애를 행위할 수단이나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증가와 더불어 연애 행위 자체에 대한 무관심의 확산을 수
반했다. 싱글의 시대를 거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
는 것과 더불어 이성교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지향도 약화되었던 것이다.
1987년 「출생동향기본조사」에서 현재 이성교제의 대상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이미 절반에 가까웠지만 그 후로도 꾸준히 증가했다. 19~34세의 미혼자 가운데 사
귀는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1987년 남자 48.6%, 여자 39.5%였는데, 2010년 조사
에는 남자 61.4%, 여자 49.5%까지 상승한 것이다. 35세 미만의 남자 다섯 명 중
세 명, 여자 두 명 중 한 명이 사귀는 사람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 교제 상대
가 없는 남녀 중 상당수가 ‘교제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
가 있다. 2010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교제상대가 없다고 한 이들에게 ‘교제를 희망하
느냐’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19~34세의 남자 중 27.6%, 여자 중
22.6%가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이 없으며 희망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요
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고 있고, 설사 현재 사귀는 상대가 없다고 하더
라도 모두가 연애 상대를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온 기성 세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교칙에 연애금지가 있었던 것이 전설이 되고, 혼전성교가 더 이상 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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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연애를 주제로 한 미디어나 콘텐츠의 인기도 식을 줄 모른다. 그런데 물밑
에서는 젊은이들의 연애기피라고 할 만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왔고 이것이 통계 수치로서 드러난 것이다. 무타 가즈에(牟田和恵 2015)는 이러
한 젊은 세대의 연애기피 현상을 이성애주의에 근거한 남녀 간의 배타적인 만남으
로서의 연애에 부여했던 과도한 특권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연애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다양한 연결의
한 형태로 상대화 되고 젊은이의 특권이 아니게 될 때, 또 반드시 섹스를 동반하는
일대 일의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게 될 때 역설적으로 몰락해 가는 ‘연애’를 쇄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근대가족 규범의 균열과 봉합
싱글의 시대 일본에서 근대가족 규범은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그 양상은 균질하
지 않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이성교제로서의 연
애가 쇠퇴하는 가운데 혼전성관계 자유화에는 박차가 가해졌다. ‘혼전성관계도 무방
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사
랑과 결혼과 성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분산하는 싱글 시대의 일본은 마치 근대가족
자체가 해소되고 종언된 사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혼전성관계의 자유화가 동
거의 확산과 혼외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근대가족의 실질적 종언이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근대가족은 여전히 사람들의 섹슈얼리티와 결혼의 영역에 규범으로서 뿌
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도 동거율은 5%이하, 혼외출산율은 2%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싱글의 시대를 거치면서 비혼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해도 혼외출산은 여전히 금기
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결혼을 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자
식을 낳고 말고는 여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다. 미혼자의 성경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혼외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섹슈얼리티와 가족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단절을 규명하기 위해
서는 모성을 둘러싼 규범의 작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주부의 대중화는 전전부터 이어져오던 모성과 여성성의 관계를 한층 강화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월급을 받는 것이 남성성의 필수조건이라면 모성은 여성성
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전후 일본에서 모성은 “마치 일식처럼 다른 모든 정체성들을
덮는”(Borovoy 2005: 146)것이 되었으며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도 없는 역할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기 보는 사람을 두는
것에 대한 불신도 광범하게 퍼졌다”(Brinton 1992: 92). 이것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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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그 성질에는 자녀에 대한 본능적 갈망과 선척적인 애정
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연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모성에 대한 자연화·본능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비혼
여성은 모성이 결핍된 존재로 간주되어 여성성의 위계에서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
다. 이에 대한 전후 비혼 여성들의 대응전략은 불가항력임을 내세우고 자기를 낮추
는 것이었다. 전쟁독신 여성들의 피해자화 전략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비혼
이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강제된 것임을 내세워 차별을 경감시키려
했다.
그렇다면 비혼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모성이 없다는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까. 비혼모에 대한 현장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혼외자 비율이
1%에서 2%대로 근소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21세기 들어서도 혼외자를
출산한 비혼모는 남편이 없는 싱글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열에 위치한다. 헤르토
그는 싱글맘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싱글맘 사이에 일종의 위계서열이 형성
되어 있음을 보고한다. 위계의 가장 높은 곳에 남편과 사별한 싱글맘이 위치하고 가
장 낮은 곳에 혼외출산을 한 비혼의 싱글맘이 위치하는데, 이와 같은 위계서열은 국
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의 현격한 차이로 가시화된다(Hertog 2009: 100). 헤르
토그에 따르면 비혼모의 모성에 가해지는 가장 큰 낙인은 아이에게 혼외자로 태어
나는 고통을 안겨준 나쁜 모성이라는 것이다. 낙태라는 선택이 있었는데 낳는 쪽을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이 비혼모에게는 늘 따라붙는다
(Hertog 2009). 낳지 않으면 모성이 없다고 차별 받지만 낳으면 나쁜 모성이라고
비난 받는 것이 비혼 여성의 모성인 것이다.
그런데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이렇듯 모성의 질에 대한 관리가 이어지는 한편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혼전성관계의 자유화와 함께 확실히 느슨해진 것
처럼 보였다. 1980년대 들어 혼전성교를 떳떳치 못한 일로 여겨왔던 의식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중심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인기업소에 입장하기 위해 남녀가
호텔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진기할 것도 없는 풍경이 되었다. 또 여성잡
지들이 앞다투어 데이트에서 섹스로 이어지는 매뉴얼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다
루고 여고생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에서도 섹스와 낙태가 특집으로 다루어져 사
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각종 의식조사에서 ‘혼전성관계도 무방하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NHK 방송문화연구소는 1973년부터 16세 이상의 일본 국민을 대
상으로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왔다. 이 조사는 약간의 변
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회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식 변화의 추이를
살피기 용이하다. 혼전성교에 대해서 1973년의 1회 조사에서는 58.2%가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사랑하는 사이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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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대답은 19.0%에 그쳤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좋다고 응답한 15.2%와 무
조건 좋다고 응답한 3.3%를 합해도 긍정적인 답변은 37.5%에 그쳐 혼전성교에 대
한 부정적 태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2008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결
혼식을 하기 전까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22.6%로 줄어들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좋다가 44.2%를 차지한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좋다는 응답 22.7%와
결혼이나 사랑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답한 4.4%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에
서 71.3%가 혼전성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다.38)
그런데 이렇듯 혼전성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혼외출산율이 2%를 밑돈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피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일본 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식이나 주도권은 크게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피임수단으로 알려진 피임약이 일본에서 합법화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여전히 대
중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피임약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의 일화가 참조가 될 듯하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한 발레리는 일본의 대학원에 진학한 후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학생수첩이나 학교안내에 피임약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
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학생수첩에 무료로 피임약을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결국 동료 학생들에게 탐문해 피임약을 구하기는 했으나 입수
방법도 불편했고 돈까지 지불했다. 발레리는 이 피임약과 관련된 소동을 통해
피임이 일본의 미혼 여성에게 여전히 터부시 되는 화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덧붙여 피임약 복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거의 없었고 대다수가 콘돔과
질외사정이라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연구자는 한국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알려주었다. 【사례 Ⅲ-1-1】 발레리, 25세

이러한 상황에서 혼전성교와 혼외출산율 간의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은 이른바
‘속도위반결혼’이다. 20~24세 미혼 여성의 성경험은 1987년에 31.9%였던 것이
2010년에는 54.9%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런데 미혼 여성의 성경험이 증가한 같은
기간에 동일 연령대에서 첫 번째 아이의 임신기간보다 결혼 기간이 짧은 이른바 속
도위반결혼의 비율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20~24세 여성이 출산하는 아이의 60%
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에서 태어나는 아이 네 명 중 한명은
이 속도위반 결혼으로 태어나고 있다.39) 따라서 서구에서는 혼전성관계의 자유화가
38) NHK放送文化研究所 1980~2010,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 第一版～七版, 東京: NHK出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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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의 확산과 혼외자의 증가로 이어져 이른바 ‘성혁명’을 초래한 것에 비해, 일본
에서는 속도위반결혼을 통해 혼전성관계의 증가와 출산에 대한 근대가족적 규범 사
이의 균열이 봉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속도위반 결혼의 증가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혼외자 출생을 방지
하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에이전트 역할이다. 요시즈미(善積京子 1993)나 헤르토그
(Hertog 2009)의 연구를 보면 혼외 임신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주위 사람
특히 부모의 적극적 개입이 존재한다. 자식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에 가까워
진 에이전트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혼외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
고 있는 것이다. 헤르토그의 보고에 따르면 혼외출산을 한 여성의 절반 정도는 출산
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절연당한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가 출산 사
실을 이웃이나 친지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예가 많았다. 일본 사회에서 자식의 혼외
출산은 부모의 수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부모는 다양한 조치를 취한
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이 인공임신중절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종종 임산부 자신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일단 결혼하는 방법이
채택된다. 속도위반결혼의 높은 이혼율은 속도위반결혼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혼
외자 출산 방지를 위한 결혼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40)
이처럼 근대가족 규범의 해체 속도는 균질하지 않다. 평생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증가했지만, “아이는 가정에서 낳고 길러야 한다”는 가정과 모성의 규범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후 일본에서 이 규범에 이의를 제기한 그룹이 없었
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 전개된 우먼리브 운동
(women’s liberation movement)41)은 일본의 여성운동에서 최초로 ‘부인(婦人)’이
아닌 ‘여자(女)’를 내걸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여성이 아내, 어머니, 창부로 갈리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모성과 섹슈얼리티를 정치 이슈화하였다. 여성의 에로스와 피임,
낙태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이들은 주류 미디어로부터 엄청난 무시와 조롱
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결혼과
가족의 틀 밖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실재성을 부여하는데 공헌했다. 우먼리브
39) 厚生労働省 2009,「出生に関する統計」
40) 속도위반결혼과 관련해서는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또한 주목해서 볼 지점이다. 김효진
(2011)은 젊은 여성들의 성경험 확대와 가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상
을 도시와 다른 일본 지방 젊은이들의 불황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41) 일본에서 여성해방운동이라는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운동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자어가 아닌 가타카나로 우먼리브(ウマン・リブ) 혹은 리브(リブ)라고 할 때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섹슈얼리티를 정치적으로 의제화 했던 여성운동그룹
혹은 그들의 활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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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대외활동은 1970년대 중반에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에 등장한 여성잡지 「크로아상」은 우먼리브의 대중적인 버전이라고 할 만한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여러 명의 자식을 기르며 연하의 외국인과 결혼해
하와이에서 사는 프리랜서 작가가 새로운 일본의 여성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결혼
바깥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명이 잡지를 통해 이루어
졌다. 당시 이것은 근대가족에 대한 도전적인 상상으로 화제를 모았고 ‘첨단을 걷는
여성’의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비록 소수지만 이것을 추종하고 실천하는 그룹도 생
겨나 잡지 이름을 따 ‘크로아상 증후군’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크로아상」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보수적인 여성잡지로 노선을 변경했고 과거 표
방했던 섹슈얼리티 해방은 가십으로 남았다. 그 후 균등법과 거품경기로 미혼 여성
들에게 노동자, 소비자로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미혼 여성들의 ‘해방’
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졌다. 규범 위반자로 살면서 새로운 친밀권을 구축하기보다는
부모의 후원을 받으면서 노동자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가는 길을 다수의 여성
들이 선택한 것이다.
싱글 여성과 가부장제의 교섭에 에이전트로 등장한 것은 부모였다. 이들에게 부모
의 통제가 유효했던 것은 근대가족의 지평 안에서 권리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싱글 여성의 섹슈
얼리티는 가부장제와의 교섭을 통해 근대가족과 모성의 제약을 받아들였고, 이것은
이후 싱글 여성이 친밀성을 추구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했다.

2) 장기불황과 비혼 남성의 증가
요시미 순야(2013)의 지적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는 “일억 총 중류”를 부
르짖던 이전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수입과 자산, 장래성의
격차가 눈에 보이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는 파견이라는 간접고
용의 확대와 연결되어 격차 확대의 핵심적 기제로 작용했다. 1986년 이전까지 일본
의 직업안정법은 간접고용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균등법과 나란히
1986년 공포된 노동자파견사업법(이하 파견법)은 당시까지 위법이라고 되어 있던
‘상거래 계약’에 의해 특정 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
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였다. 사업자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부업
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처음에 이 파견법은 노동자 측에
커다란 불이익이 없도록 파견 대상 업무를 전문성이 높은 업무로 한정하였다. 그러
나 90년대를 통해 이 지정 업무의 범위가 무너지듯 완화되어 마침내 1999년의 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자유로운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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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수를 자유롭게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어, 정규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파견 사원으로 고용을 전환하는 흐름이 확대되었다(中野麻美 2006).
이와 같은 노동의 규제완화와 일본형 고용관행의 붕괴를 알리는 이정표로 꼽히는
보고서가 1995년 일경련(현재의 경단련)이 발표한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이
다. 이 보고서는 노동자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 인재관리 방식을 제안한다. 첫 번
째는 장기축적능력활용형 그룹, 두 번째는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그룹, 세 번째는 고
용유연형 그룹이다. 이 세 그룹은 흔히 정 사원, 계약 사원, 파트타임 사원으로 각
각 불린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세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만 무기한 고용을 하
고, 나머지 두 그룹은 유기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정규 고용의 안정성은 극적으로 붕괴했
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비정규 사원이 590만 명 증가하고, 정 사원이
446만 감소했다. 특히 1999년의 파견법 개정은 그때까지 파견 노동이 여성 사무직
을 중심으로 한 26개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어떤 업무에도 파견 노동을 고
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 그 결과 남성중에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
동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정규 고용의 최후의 아성으로 불리던 제조
업에서도 파견 노동이 해금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히 노동 시장의 빅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다.
격차사회로의 이행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거품경제 시
기에 넓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여성취업의 관문은 불황이 닥치자 위축을 면치 못했
다. 파견 사원 등의 비정규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났
다. 그리고 비정규직화의 바람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불어 닥
쳤고, 이것은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고 있던 비혼화에 박차를 가해 2000년대 이후
생애미혼자가 증가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노동 시장의 빅뱅은 혼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
히 남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전후 일본 남성의 생애미혼율은 【표 Ⅲ-1-2】에서
보듯이 오랫동안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었다. 처음으로 남성
생애미혼자의 수가 여성을 앞지른 것은 1990년이었다. 그러던 것이 거품경제 붕괴
의 영향이 본격화 된 1990년대 중반부터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0년
에는 여성의 2배를 넘었고 2010년에는 20.1%를 나타내 2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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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성별 생애미혼율의 추이
1950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남성

1.46%

1.26

1.70

2.60

5.57

8.99

12.57

20.1

여성

1.35%

1.87

3.33

4.45

4.33

5.10

5.82

10.6

자료출처: 총무성 「국세조사」 해당년도별 보고서에서 재조합

총무성이 발표하는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 고용률은 1995년 20%
였던 것이 2005년에는 32.2%로 상승했고 2011년에는 35.4%로 증가세가 이어져 전
체 피고용자 중에서 3분의 1이 비정규 고용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전부터 비정규
고용률이 높았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중에도 정규 고용자가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점이 이 기간의 고용 변화의 특징이다. 남성 사원율이 높았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
매업, 운송업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활발히 진행된 탓이었다. 이러한
남성의 비정규 고용의 증가가 비혼화와 맺는 상관관계는 고용형태에 따른 유배우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도 잘 드러나 있다. 【표 Ⅲ-1-3】을 보면 남성 피고용자 중 비
정규직의 유배우자 비율은 전 연령에 걸쳐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단시간·임시직의 유배우자율은 비정규직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3】 고용형태별 유배우자 비율(남성)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정규직

2

11

33

59

비정규직

1

5

14

28

단시간·임시직

1

3

9

22

자료출처: 총무성(2007) 「취업구조기본조사」

전후 일본을 대표해 온 사라리만 남성성의 동요는 비혼화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다케우치 요우에 따르면 본래 중산층 사무직 남성을 의미하던 사라리만이라는
범주는 전후 그 정의가 점점 확장되어 1970년대는 ‘월급을 받는 정규직 풀타임 피
고용인’을 통칭하게 되었고 전체 남성 노동자의 75%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쯤 되면
사라리만은 전후의 보편적 인간형성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竹内洋
1997). 전후 일본에서 이들 사라리만은 일본의 경제발전과 가족의 복지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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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시스템의 기둥으로 표상되어 왔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이 기둥 역할
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행하기를 포기하는 남성들이 늘고 이것이 비혼화로 이
어지는 상황은 전후라는 사회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생계부양자 역할이 어려워지면서 남성들의 혼인율이 낮아지는 현
상에 대한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하는 남성
의 입장을 자처하는 모리나가 타쿠로는 “연수입이 300만 엔인 사라리만에게 주택융
자, 전업주부, 자녀는 ‘인생의 3대 불량채권’이”라고 단언하면서 국가 정책에 속지
않는 생존 방법으로 남성들에게 비혼을 권한다(森永卓郎 1997; 2003). 모리나가의
이러한 도발적인 주장에는 남성다움이 생계부양자 역할에서 나오며, 결혼을 이 역할
로의 진입으로 여기는 의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경향을 두고 여성주의 이론가인 에
하라 유미코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비정규직 남성들이 남성생계부양
자형 가족이라는 가족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형성이라는 선택 자체를 철회
해 버렸다”(江原由美子 2012: 37)고 논평하면서 이들이 저출산·비혼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리나가 타쿠로의 비혼론은 두 가지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는 계산에 부모가 들어있지 않은 점이다. 처자나 주택과 달리 부모에
대한 사항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모리나가는 수입이 낮은 남성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A 급이 아니라 B 급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조언한다(森永卓郎 2003). 그
런데 이 B 급 생존술에는 부모 돌봄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지 않다. 오늘날 일본에서
남자든 여자든 비혼으로 살 경우 부모 돌봄자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 초고
령화된 가족주의 사회를 살면서 부모 돌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생설계는 애초에
자기본위이며 비현실적이다. 다음은 B 급이라는 표현이 지닌 기만성이다. B 급 인생
이라는 표현은 남성성의 위계의 낮은 곳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살아가려는 것을 마
치 기득권을 포기하는 선택인 것처럼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본말전도다. 오히려 이
것은 에하라가 지적한 대로 기존의 젠더 질서에 대한 도전을 피하면서 남성중심 질
서에서 누리던 일반적인 이익을 고수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와 같은 태도를 두고
코넬은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일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가부장제로부터 상당한 혜택
을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모적 남성성이라고 불렀다(2013: 127-128).
그러나 남성들의 비혼을 주장하는 논의가 반드시 이처럼 공모적 성격을 띠는 것
은 아니다. 실제로 1980년대 처음으로 ‘싱글’ 논의가 부상했을 때의 싱글은 가족이
나 집단에 기대지 않는 자립적 개인의 표상이었다. 거기에는 기존의 국가주의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사라리만 남성상에 대한 대항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
이 비혼화의 배경에 장기불황과 고용유동화라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은 명
백하다. 그러나 이처럼 ‘생계부양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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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선택이 확산되는 배후에는 생계부양자 사라리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동
요가 자리잡고 있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는 딸들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평생을
‘월급봉투 운반자’로 혹사당해온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 아들들도 증가해 온
것이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성별분업에 근거한 가족의 전후체제의 내파가 비혼
화를 추동해 온 것이다.
여러 조사 결과들은 1990년대 이후의 비혼화가 불황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제도, 문화, 가치관의 변화가
초래한 장기적인 경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예를 들어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개인적 선택
의 문제, 즉 반드시 하지 않아도 무방한 생활양식의 하나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일관
되게 증가해 왔다. 2008년 조사 결과에서 ‘꼭 결혼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전체의
60%를 차지해 ‘해야 된다’고 답변한 35%를 크게 웃돌았다.42) 또 오카모토와 사사
노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아사히신문」 기사에 나타난 사라리만 표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70년대 초 석유파동 이후의 불황기에는 사라리만의 가족회
귀가 두드러졌었다. 불황이 탈가족화를 촉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이후 불황기에는 사라리만이라
는 집합적 표상이 절대성을 상실하고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개인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岡本智周・笹野悦子 2001). 이는 1990년대 이후 비혼 남성의
증가를 살필 때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좌절이라는 관점에서만 조명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의 탈출과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싱글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1980년대 들어 ‘개성’이 대중소비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싱글 라이프’는 가족
에 매몰되지 않는 자립적이고 개성 있는 삶으로 주목받았다. 문화산업에서 싱글을
앞세운 콘텐츠가 넘쳐나고 스스로를 싱글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싱글은
유행을 넘어 사회현상이 되었다. 당시의 ‘싱글 붐’의 중심에 있던 것이 에비사카 다
케시의 『싱글 라이프: 남과 여의 해방학』(海老坂武 1986)이라는 책이었다. 50대 초
반의 프랑스문학 교수였던 에비사카는 생애미혼으로서의 자신의 생활을 재치 있게
서술한 이 수필집으로 1980년대 싱글론의 대표적인 논자로 부상했다. 주말에는 야

42) NHK放送文化研究所 1980~2010,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 제1판～7판, 東京:
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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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고 방학에는 전세계를 여행하며, 여자 친구는 있지만 혼자 사는 그의 인생은
대중들이 품고 있던 ‘화려한 싱글’의 이미지 그 자체였다. 비록 ‘독신 귀족’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에비사카의 삶은 남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로 받아들여졌
다. 이 싱글 붐을 통해 싱글은 독신 남녀를 통칭하는 일본어로 정착했다. 그리고 이
때의 싱글에는 스스로 독신을 선택했고 가족이나 집단에 기대지 않고 자립을 추구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기게 되었다.
그런데 에비사카가 싱글 라이프를 통해 거론한 싱글됨(singlehood)은 내용상 개
인성(individuality)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싱글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에 속박되지 않는 당사자의 의식이었다. 따라서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단신부임자는 싱글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이유로 별거하는 기혼자는 싱글에 포함했다. 싱글의 정의에서 생활양태나 법적 상태
보다는 개인의 자립 지향이나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더 중시한 것이다. 이
처럼 싱글됨을 결혼이나 가족제도와 거리를 두고 진정한 개인성을 추구하는 이데올
로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에비사카 다케시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가
미시마 지로(神島二郎 1969; 1979)는 일본의 경우 근대화과정에서 개인의 의미를
실현시켜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족인 이
에의 지배를 받았고 전후 확산된 핵가족도 서구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소가족주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병리로서 개인화를 추구하는 단신(單身)주의가 영향
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에비사카의 새로운 점은 가미시마와 달리 싱글됨을 일본형
가족이 낳은 부정적 결과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억압적 질서로부터 개인을 해방
시키는 삶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그 예로 제시했다는 점이었
다.
싱글됨을 자유나 해방과 연결시키는 것은 1987년에 ‘비혼’을 전면에 내걸고 출판
되어 화제를 모은 요시히로 키요코의 『비혼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비혼 여성을 “결혼 안 한 사람, 이혼한 사람, 동거중인 사람, 혼인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의식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사람”(吉広紀代子 1987: 4)으로 정의한다. 비
혼을 결혼제도와 거리를 두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간주한 것이다.43) 요시히로는 기
존의 가족과 결혼제도가 개인을 억압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밀성을 제공하지 못
43) 일본에서 가족이나 결혼에 관한 저술에서 ‘비혼’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대 이후였다. 비혼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비혼시대’의 용례에서 보듯이 시대의 단면을 포
착하는 개념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
았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되면서 ‘비혼’이라는
표현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윽고 거기에 사람을 지칭하는 ‘자’가 덧붙여짐으로써 ‘비혼
자’라는 인간 자체의 새로운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정부나 학계에서 인구통계적
범주로 미혼자와 병행해 비혼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싱글이 더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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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吉広紀代子 1987;
1988). 즉 근대가족의 친밀성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애초에 이것을 만들지 않거
나 거리를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혼적령기가 무너지고 결혼 규범 자체가 완화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사회적 반향을
얻었다.
한편 오치아이 에미코를 비록한 근대가족론자들은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가족
의 변동을 가족의 붕괴라기보다는 인구전환에 따른 가족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파
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落合恵美子 1989). 오치아이는 역사인구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근대가족의 형성과 해체가 인구전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강조했다. 근대가족의 형성이 다산다사(多産多死)형에서 다산소사(多産少死)형으로의
인구전환기와 맞물려 있었다면 근대가족의 해체는 다산소사형에서 소산소사(少産少
死)형 구조로의 인구전환과 깊이 연관된다는 것이다.
‘근대가족의 종언’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페미니즘이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
한 핵심적 정치적 의제였다. 오치아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근대가족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근접하는 일관되고 공
통된 경향이 나타나 이른바 가족의 전후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미 1970년대 중반부터 해체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 전후체제의 와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落合恵美子 1997). 그러나 근대가족을 받쳐주던 전후체
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근대가족의 성별분업과 젠더 규범
은 사회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비효율과 왜곡의 주요한 근원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페미니즘과 결합한 근대가족론은 일종의 시대 진단으로서 등장했던 싱글·
비혼론에 주요한 이론적 지지를 제공했다. 싱글론자들은 “가족은 변해도 무방하며,
당연하다고 여겨 온 현재의 일본 가족도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성립된 것에 불과하
다”(落合恵美子 1989)는 근대가족론에 근거해 싱글의 확산을 가족의 붕괴로 간주하
는 담론에 맞서 가족 다양화의 관점을 내세울 수 있었다. 싱글을 결혼제도로부터 의
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가려는 대안적 삶의 양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일본 사회가 집단중심에서 개인중심 사회로 전환
하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른바 1.57쇼크로 일컬
어지는 저출산위기론이 부상하면서 비혼을 인구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
목하는 담론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싱글 담론은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저출산을 앞세워 싱글을 사회문제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부였다. 직장
이나 부모가 더 이상 결혼의 에이전트로 기능하지 않게 되자 국가가 직접 개인의
생식의 영역에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과소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결혼장려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후원으로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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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주선하는 맞선파티(街コン)44)가 개최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지자체 예산
으로 결혼활동에서 인기 없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빈번하다. 아키타현에서는 현직 호스트를 불러서 남성들의 결혼활동을 지원하는 세
미나를 열었다가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과소화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는 그만큼 필사적인 것이다. 80년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작된 결혼장려사업의 발
상은 90년대를 지나면서 저출산과 싱글의 문제를 일본 사회의 앞날을 좌우하는 사
회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사고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출
산과 관련한 후생노동 장관들의 문제적 발언도 잇달았다. 2002년 7월 저출산 대책
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시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성 장관은 흥분에 떨리는 목
소리로 비생산적인 인구의 증가가 초래할 “민족 멸망의 공포”를 말했다. 다른 정치
가는 그 자리에서 “낳고 낳지 않고는 개인의 자유라는 사고방식을 줄여 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후 2007년에 있었던 후생노동성 장관 야나기사오 하쿠오의 연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15세에서 50세 여성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낳는 기계, 즉 장치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발
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애낳는 기계’ 발언으로 불리는 이 연설은 여
론의 반발을 크게 샀지만 장관의 사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성과 생식을 공론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전전의 ‘낳자 늘리자’ 정책을 상기시켰다. 전전의 일본에서는 부
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인구 증가 정책이 실시되어, 피임을 장려하는 가족계획운동은
격렬한 탄압을 받았고 부부 간에도 피임을 하는 것은 ‘비국민’으로 비난받았다. 물
론 인공임신중절도 우생보호의 관점에서 나쁜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만 법적으로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낙태죄를 적용해서 처벌했다. 이런 기억들 때문에 전후 일
본에서 국가가 개인의 성과 생식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중의 경계
심과 혐오감은 강렬했다. 이에 대한 공적인 언급은 오랫동안 일종의 금기였다.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결혼사업이나 장관들의 잇따른 ‘낳자 늘리자’ 발언은 이
금기가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성과 생식을 둘러싼 담론 구
도에서 당사자들의 주도권이 그만큼 약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이라는 공동체가 인구 감소의 위기에 의해 존속을 위협받고 있으며, 그것의
핵심 원인이 비혼화에 있다는 인구위기론은 점차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싱글이나

44) 마치콘(街コン)이란 마을이 단위가 돼서 벌이는 미혼남녀의 대형 만남이벤트다. 일반적인
맞선이나 미팅과 달리 참가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이고, 규모가 클 때는 3,000명이 참가
하기도 한다. 동성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개최지구의 정해진 복수의 음식점을 순회
하는 형태가 많다. 2004년 개최된 도치기현 우치노미야시의 ‘미야콘’이 원조로 알려져 있
는데, 현재는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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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을 새로운 세대의 등장 혹은 개인적 선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하던 담론
은 위축을 면하지 못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산가치의 하락과 고용불안
등 거품경제가 꺼진 이후의 생활기반의 동요가 본격화되고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옴
진리교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비혼화는 일본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가족의 개인화에 기초해
싱글사회론을 펼친 사회학자 이다 히로유키였다. 그는 『싱글사회론』(伊田広行 1998)
에서 모든 사람이 속한 사회적 단위가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이외에는 없다고 선언하고, 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삼
지 않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펼쳤다. 단순화를 무릅쓰고 요약하자
면 그가 펼친 싱글사회란 복지국가의 후원을 받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연합
체다. 즉 의존적 존재나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의존적 시기를 복지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인 것이다. 이다의 싱글사회론은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 것이기는 했지만
가족 개인화가 야기하는 돌봄과 친밀권의 위기를 복지국가가 해결해야 할 당위의
영역으로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다 이후 싱글·비혼론의 명맥
은 사실상 끊겼다.45)
2000년대 이후의 비혼자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저출산 담론의 공세에 노출되어 왔다.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초래하게 될 사
회보장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는 인구위기론과 더불어 자녀가 없는 비혼자를 사회
보장시스템의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점차 기세를 얻었다. 특히 노인을 머리
에 이고 있는 아이들 숫자의 감소로 저출산과 사회보장시스템의 위기를 표현하는
그래픽은 현역 세대가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떠받치고 있으며 가족주의 복지체
제에서 비혼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면서 비혼자를 복지
시스템의 무임승차자로 간단히 이미지화 해버렸다. 비난 여론에 밀려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비혼자에 대한 ‘독신세금’의 신설을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앨리슨은 재생산 미래주의(reproductive
futurism)를 끌어와 해석한다. 일본 사회와 같은 가족기업 시스템에서 미래를 보증
하는 것은 가족과 국가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출산 경향은 ‘미래
없음’의 유령이 되어 일본 사회의 근원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Allison 2013: 24)
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종래의 가족·결혼관의 동요가 본격화되면서 가족이나 결혼과 거리
45) 2000년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유행한 지분사가시(自分探し: 진정한 나를 찾음) 붐은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인성 추구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상 싱글·비혼론 안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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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둔 개인성의 추구를 역설하는 사조로 싱글·비혼론이 부상해 페미니즘과 근대가족
론의 지지를 업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인구위기론을 축으로 한 정부와 미디어의 공
세 속에서 비혼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재배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혼
됨에 담겨 있던 결혼과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친밀성의 추구라는 주체적 선택의 측
면은 묻히게 되었다. 오히려 결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불능의 문제가 전면에 등
장하게 되었다. 인구위기론은 비혼됨에 ‘비생산적’이라는 낙인을 새겨 넣는데 성공
한 것이다.

2. 생애과정의 다양화와 전환기의 사회 정책
1) 근대가족의 동요와 가족 강화 정책
전후 일본의 사회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근대가족을 표준가족으로 상정
해 추진되었으며 그 아래서 비혼자는 일관되게 배제되어 왔다. 일찍부터 도쿠후렌
여성들은 사회 정책이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부부를 우대하는 것을 통해 독신자를 차별한다고 지적해 왔
다. 즉 제도가 이성애부부 간의 성적결합을 “인간의 본래적 삶의 방식”으로 전제하
고 그것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비혼자에 대
한 제도·정책 차원의 차별과 배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1980년대 근대
가족의 동요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가족 강화 정책으로서 실시된 이른바 ‘가정기반
충실책’의 연금과 세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도 이어
지고 있는 표준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이 비혼자의 주거난으로 이어지는 상
황을 분석한다.

(1) 연금과 세금제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진 장기간의 산업 구조 전환기를 일본은 남성의 정규 고용을 유지한 채
여성을 주변부 노동력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헤쳐 나왔다. 높은 실업률에 시달린
서구와 달리 고용률을 유지한 채 성공적으로 석유위기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후에
미증유의 엔고와 더불어 “재팬 에즈 넘버원”으로 표현되는 자신감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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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등장한 오히라 내각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긴다고 답변한 결과에 근거해서 일본을 “실현된 유토피아로서의 일본형 복지사
회”로 규정했다. 이는 남성 노동자의 노동 강화와 가족 모두를 자산으로 삼는 일본
형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런데 앨리슨의 지적처럼 일본에서
가족은 기업사회와 경제발전의 후방기지일 뿐만 아니라, 일본형 복지사회의 기반이
었고, 주변부 노동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숨겨둔 자본이었다(Allison 2013). 따
라서 당시의 일본형 복지사회 선언은 사실상 가족주의 강화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1979년 자민당은 일본형 복지사회에 관한 구상을 내놓고, 이에 근거해 1980년대
후반까지 가정기반 충실책이라는 이름으로 기혼 여성의 가내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여성의 생애과정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가
정기반의 충실’을 도모한 당시의 정책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의 사회 정책에 뒤
틀림을 초래한 근원으로 지목된다. 거품경제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반동적인 정책’이었다(落合恵美子 2011)고 평가되기도 한다.
노동자－시민이라는 단일한 권리자격에 입각해 발달한 남성의 사회권과 달리 여
성의 사회권46)은 출발부터 부양이라는 개념이 개입되어 아내－노동자－어머니라는
3개의 권리자격이 경합하며 공존하는 복잡한 제도적 구조를 형성했다. 마셜이 사회
권을 통해 주장한 건강, 교육, 주택, 소득보장, 사회보장 등에 대한 권리는 공통적으
로 현대 복지국가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지만 서구사회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여성
의 사회권 구조는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구체적 양상은 초기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
제와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되었다
(Sainsbery 1996).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반적인 흐름은 여성의 사회권에서 아내
자격에 입각한 사회권이 현저히 약화되고 노동자 자격과 어머니 자격에 입각한 사
회권이 확충되는 것이었다.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사회권의 권리자격에서 아내의 지위를 강화한 일본은 대다
수의 선진산업국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구와 달리 일본에서는 1970년
대 이후 아내 자격에 입각한 여성사회권의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大
沢真理 2005). 1980년대의 가정기반 충실책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전업주부를 우
대하는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를 대표하는 것이 제3호 피보
험자제도를 창설(1985년)한 것과 세제에서 배우자특별공제(1987년)를 만든 것이었

46) 마셜은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 rights)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는
복합체로 간주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권은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에서부터 사회적 유산
을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마셜·보토모어
2014)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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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제도는 창설 이후 보험 가입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의 훼손, 주부의 노동
시장 참여를 억제하고 여성 직종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무임승차로 인한 연
금재원의 고갈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통칭 ‘주부연금’으로 불리는 제3호 피보험자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85년 연금
개정을 통해서였다. 당시 연금 개정의 핵심은 1인1연금제도의 확립에 있었다. 1961
년에 출범한 국민연금제도47)는 일본 국민이면 반드시 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샐러리맨의 무직 아내와 학생의 경우는 임의가입이 인정
되었다. 그 결과 약 20%의 기혼 여성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바
꾸어 말하면 약 80%의 주부는 임의가입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후생성은 남은
20%를 구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임금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 전체에게 ‘내조의
공’을 인정해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현재와 같이 삼원화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크게 자영업자와 농민이 가입하는 기초연
금,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그리고 주로 샐러리맨의 아내가 가입
하는 기초연금인 ‘주부연금’으로 나뉜다. 가입자격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농민
등으로 구성되는 1호, 임금노동자로 구성되는 2호, 임금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구성되는 3호로 분류된다.48) 이 중 3호인 ‘주부연금’이 1호, 2호와 다른 점은 가입
자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3호 피보험자는 2012년 현재 약 960만 명이다. 이들의 보험료는 후생연금이 부
담하고 있으며 수급액은 제1호 피보험자와 같다. 제3 피보험자의 자격은 2호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주로 처)로서 노동시간이 당해 사업소의 통상의 노동자의 3/4 미만
이거나 연간 소득이 130만 엔 미만인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피부
양자로 간주되어 따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제3호 피보험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즉 2호보험 가입자 중에 배우자가 (준)전업
주부이면 보험료를 1인분만 내고도 2인분의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후생성은 이 3호보험의 창설을 통해 여성의 연금권을 확립했다고 자화자찬

47)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전국민 복지개념의 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
대부터다. 1961년 기초연금제도의 시작과 1967년 후생연금제도의 시작으로 일본에서 본격
적인 연금제도가 시작되었다.
48) 2012년 현재 제1호 피보험자는 약 1,864만 명이고 매월 납부금액은 15,250(2014년 기
준) 엔이다. 최저 25년을 납부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2013년 기준으로 평균 월 수급금
액은 54,544엔이었다. 이 기초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
다. 제2호 피보험자는 한국의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형태로 보험료는 임금의 17.47%로 기
업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2012년 현재 민간기업 근무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
에는 3,742만 명, 공무원 교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에 440만 명이 각각 가입되어 있
다. 2013년 평균 월 수급금액은 145,596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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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립되었을 당시 여성계에서는 일하는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 전업주부만을 우대하는 정책이며 부인을 남편의 예속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압도적으로 남성에게 지배되고 있던 매스미
디어에 여성의 연금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채 제도가 만들어졌다(袖井孝子
2003).
이렇듯 특정 형태의 가족과 기혼자를 우대하는 경향은 전후 세금제도에서도 일관
되게 견지되었다. 세제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별이지만, 예외적인 조치로서 배우자
공제제도를 마련해 가정에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남편의 세금이
싸진다는 특전을 부여했다. ‘내조의 공’을 평가한다는 명목이었다. 이 배우자공제제
도는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영업에 비해 무겁다는 감각을 완화하기 위해 1961
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 아래서는 처의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세전 수입은 증대했다고 해도 역으로 세금이 늘어나 세후의 세대 전체의 실질수입
액은 감소한다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1987년부터 도입된 것이 배우자특별공제제도였다. 세제를 통해서 파트타임 노
동에 종사하는 (준)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었다.
이 제도가 생기면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기혼 남성의 경우 공제와 배우자 수당으
로 연간 최대 30만 엔 이상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인이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제3호 보험이나 배우자공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일하는 부인은 이 제도의 연간 소득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103만 엔의 벽 혹은 130만 엔의
벽 같은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49) 따라서 이와 같은 공제제도가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더불어 3호연금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을 억
제하고 임금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남성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로 구성된 표준가족을 지원하는데 치우친 이러한 사
회보장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표
준가족에서 벗어난 이들이 소수였고 또 벗어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각 지역사회에는 생계부양자가 없
는 여성을 학교의 급식보조원이나 관공서의 사무직보조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런 직종이 모두 정규직이었다. 따라서 저임금이라고는 해도 일하면서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적으나마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런 직종들은 모두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임금은 더욱 낮아졌다. 일
49) 여기서 103만 엔은 샐러리맨인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
의 한계를 말한다. 또 130만 엔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에서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하는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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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중년 여성들은 자립해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파트타임
직종으로 유입되고 있다. 본래 슈퍼마켓 등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의 파트타임 직
종은 승진이나 승급 기회도 없고 임금이 낮은 대신 집 가까운 곳에서 단시간 동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주부의 노동형태로 간주되어 왔
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 때문에, 또 부모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비혼자가 늘어나면
서 이 파트타임 직종으로 비혼 여성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경로가 달랐을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제도상의 불평등이 같은 곳
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으로 비교되었을 때는 신분 차이로 다
가오게 된다. 주부 파트타이머의 경우는 배우자가 2호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를 내
지 않고도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은 매달 보험료를 내
지 않으면 무보험이 된다. 게다가 남편이 정규직인 동료는 저임금을 이유로 배우자
공제 등의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만 같은 임금을 받는 비혼 여성은 생활상의 곤란에
대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비
정규직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의미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아내라는 지위는 일종의 신분이 된 것이다. 이처럼 정규직 남성의 아내가 아닐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는 여성들이 비정규직 남성과의 결혼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그대로 비정규직 남성의 결혼난으로 되돌아와 비혼화를 가속화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주택 정책

전후 일본은 초안정사회(super stable society)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의 생애과
정의 유형에서 일종의 평준화를 달성하였다. 남자라면 18세에서 22세까지 학교에
다니고 대졸 신입사원으로 취직한다. 착실하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월급이 오르고
60세가 되면 은퇴한다. 또 여자의 경우 24세에 결혼하고 30세 무렵까지 두 아이를
낳고 대략 35세까지 자녀양육 기간을 거친다. 그런 뒤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면서
나이든 부모를 돌본다. 농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나름대로 ‘전통적인’ 생활양식
을 지켜나가는 층으로 정형화가 가능했었다. 이처럼 전후체제로 불린 일본형 시스템
이 범주별로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회”의 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회
보장체계와 표준가족 모델, 그리고 기업중심 사회, 교육과 노동 시장을 연결하는 제
도 등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된다(嶋崎尚子 2013; 横山文野 2002; Brinton 2010).
히라야마 요우스케는 위 네 가지에 더해 표준적 생애과정과 주택 정책의 연관을
강조한다(平山洋介 2013a). 1950년대부터 일본정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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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낸다고 상정하고 이것을 보증하는 물질적 토대로서 자가(自家)소유를 촉진하는
주택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집을 갖게 된 후 우리들은 더욱더 가족이 되었
다”는 주택금융지원기구의 광고처럼 마이홈은 표준가족으로서의 생애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주택 정책의 기본은 중류이상의 사람들에게 집을 건설
하는 자금을 대출해 자가소유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택과 관련한 정
책은 공적금고를 경유해서 자가를 취득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정부
의 이 자가소유 정책은 민간의 마이홈 취득 원망과 맞아떨어져서 전후 주택건설 붐
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유통업 등을 포함한 주택산업이
번영을 누렸고 1970년대부터는 자가소유 촉진 정책이 경기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인들의 인생의 궤도는 분기하고 확산하기 시작했다.
전후적 의미에서 보통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소수파가 되었다. 표준가족이라는 프레
임이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갖기 어렵게 된 것이다.50) 또 초혼 연령의 상승, 비혼화
와 이혼율 상승,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는 사람들이 주택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켰다. 유연한 주거전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자가소유의 경직성이 부
각되게 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장기불황 속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불안정이
증가하는 경향은 보통사람이 자가소유를 실현하는데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형
성했다.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주택대출의 분할납부가 대형화하고 변제부담이 가계
를 압박해 자가소유를 핵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것에
치우친 정부의 주택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람들의 생애과정이 점점 다양화해지
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 정책은 여전히 정 사원으로 취직해서 결혼하는, 표준
적인 생애과정에 올라타는 세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왔다.
이러한 주택 정책과 현실의 엇갈림은 그대로 비혼자 집단의 주거 불안정과 연결
되었다. 주택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가 가족 세대에 대한 지원만을 중시하면서 이 과
정에서 혼자 사는 사람, 이른바 독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은 공공 정책에서 철저하게

50) 2005년 「국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4,906만 세대(世帶) 중 1인 세대가 1,472만으로
2인(1,280만), 3인(918만), 4인(769만) 세대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것은 부부와 자녀
로 이루어진 표준가족 모델이 실효성을 잃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세
대인원으로만 따졌을 경우, 사회 정책에서 표준가족 범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론도 제
기되었다. 실제로 4인 가구는 3,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비해, 1인 세대는 1,500만에 못
미친다. 3인가구도 2,800만에 이르므로 전체 인구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3~4인 가구
를 구성하고 있고, 1인 세대는 열에 한두 명 꼴인 셈이 된다. 그러나 이렇듯 해석이 분분
한 중에도 기존의 표준가족 모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 전체 세대 중에서 1인 세대의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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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해왔다. 1950년에 만들어진 주택금융금고는 오랫동안 독신자를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공적 금고가 독신자에게 융자를 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
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하에 건설되는 공단주택은 입거자격에 ‘동거친족요건’을
설정해서 애초부터 독신자의 입주를 배제했다. 이 때문에 도쿠후렌은 창립 초기부터
독신자를 차별하는 주택 정책에 항의하고 독신자에 대한 주택융자와 공공주택 입거
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1980년대부터는 독신자의
공단주택 입거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공영주택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독신자의 입주를 제한했다. 따라서
현시점에도 고령자가 아닌 한 독신자가 공영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독신자의 관점에서 일본의 주택 공급체계를 살필 때 독신자의 주택 수요
를 충족시키는데 기업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왔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기업복지의 일환으로서의 주택 공급
을 장려했다. 특히 대기업은 자체적인 주택제도를 갖춘 곳이 많았는데 그 대다수가
남성 사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미혼 남성 사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독신기숙사에 살면서, 혹은 회사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받아 민영 임대주택
에 입주했다. 독신자의 기숙사 입주는 결혼퇴거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대부분 입
거제한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결혼한 사원과 가족은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거나
자가 취득을 희망할 때는 저리 금융을 제공받았다. 기업의 이와 같은 주택제도는 남
성 사원을 표준적 생애과정에 올려놓고 자가소유 사회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비해 사무직 여성 사원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초
에 여성의 경우는 자택통근자를 우선 채용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렇듯 자가소유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젠더 격차는 여성의 자립에 주택 문제가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배경이 되었다.
포스트전후에 진입하면서 자가 취득의 수요가 줄어들고 가족 세대의 주택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도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부터 주택 정책을 대규모로 전환해서 주택 공급과 소비, 금융지원을 총체적으로 시
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주택금융금고는 1990년대 말까지 융자를 줄여나가
2007년에는 폐지되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주택의 신규건설도 거의 정지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의 변화가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부방침의 근본적인 변
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세제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경제에 개입하면서
여전히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경기 대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실과 정책의 엇갈림이 지속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독신자 세대의 주택난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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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택 정책은 자가소유 부문만 중시하고 임대 부문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택 정책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임대보조제도도 정비하지 않았고 공영
임대주택 자체가 매우 적다. 기업에서 임대보조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이 아니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혀 없다. 임대주택을 위한 정책이 취약하다는 이러한 조건은 비혼자가 부모 세대
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억제하며 장기불황으로 고용유동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
혼 자녀와 부모 세대의 동거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개인이 주거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자가소유인 사회에서 가족구조가 변화
하고 장기불황에 따른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안전망에서 배제된 독신자들은
계속 증가해왔다. 노숙자와 달리 ‘보이지 않는 주거난민’으로 불리는 이들의 존재는
2000년대를 넘어서야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넷카페난민’
이다. 이 넷카페난민이라는 용어는 2007년 유행어 톱텐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정주
가능한 주거가 없어서 잠 잘 곳으로 인터넷카페51)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7년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시점에서 넷카페난민은 약
5,400명이었다.52) 그 구성을 보면 젊은 남성층이 중심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0~50대의 폭넓은 연령층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성비도 남성과 여성이 6: 4 정도였
다.53) 이러한 주거난민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취업알선이었
다. 또 2008년 리먼쇼크에 따른 기업의 인원감축으로 파견 사원의 대량 해고가 이
어졌고 오갈 곳이 없어진 파견 사원들이 한겨울에 도쿄 시내의 공원에 모여들어 텐
트를 치고 노숙하면서 ‘파견촌’54)을 형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그때도 정부

51) 일본의 인터넷카페는 황익주·선소영(2012)이 한국 노숙인의 주거에서 ‘각종 방들’로 분류
한 찜질방, 비디오방, PC방, 만화방, 다방, 여인숙의 특성을 골고루 지닌 종합적인 공간이
다. 만화를 보거나 PC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음료나 음식도 사먹을 수 있다, 또 샤
워시설이 갖춰진 곳이 많기 때문에 소정의 돈을 내고 잠을 자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52) 厚生労働省, 「日雇い派遣労働者の実態に関する調査及び住居喪失不安定就労者の実態に関
する調査」, (2007年8月28日)
53) 당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대해 NPO법인 <모야이もやい>의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湯
浅誠)는 다음 두가지를 맹점으로 지적했다. 첫째는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자나
패스트푸트점, 비디오방 등 다른 업종을 이용하는 주거난민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됐을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사대상이 된 넷카페 측에서 보면 이미지 실추에 관련된 것
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54) ‘연말연시 파견촌(年越し派遣村)’은 리먼쇼크에 따른 갑작스러운 해고로 주거를 상실한
파견 노동자를 위해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도쿄도 치요다구의 히비
야공원에 개설된 일종의 피난소였다. 다수의 NPO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이것을 주관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지닌 사회운동의 측면도 있었으며 슬로건은
‘히비야에서 연말연시를 꿋꿋하게 넘기자(日比谷で年末年始を生き抜く)’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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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먼쇼크에 따른 심각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해인 2009년에 주택대출에
대한 감세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주거 문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결혼해서 자가소유 사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단만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고 있
다. 보다 다양한 삶의 방식에 중립적으로 대응하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
소리는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도 히라야마는 임대보조에 대한 공적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일본의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임대주택 정책의 재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사회분열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는 주거난민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임대료가 싼 주택 공급을 늘려서 임대주거의 조건을 개량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시급하게 선회해야 하며, 그것이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자가소유를
장려하는 주택 정책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의 면에서 안정적이고 효과가 더 크다(平山
洋介 2013b)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경기부
양책을 유일한 주택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는 공공정책의 통상적인 논
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뒤틀림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택 문제가 사회보장이 아니라 경기부양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찾아보기 어
렵다. 주택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
이다. 표준가족 중심의 주택 정책의 피해자인 독신자들도 수입이 안정된 층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리한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살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자가 취득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에서는 ‘셰어하우스’ 등을 통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궁리가 유행하고 있을 뿐이다.

2) 생애과정의 분화를 통해 본 비혼화의 동학
1980년대 가정기반을 다지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안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혼율 역시 증가했다. 전업주부를 우대하는 가족
중심적 사회 정책으로는 근대가족의 동요와 가족의 다양화라는 흐름을 막는 데 역
부족이었던 것이다. 결혼 밖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금기인 사회에서 만혼(晩婚)은
만산(晩産)으로 이어지고 자녀수의 감소를 초래해 합계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
다. 하락하는 출생률에 제동을 걸고 이를 끌어올리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왜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 여성들이 증가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묻게 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만혼·비혼화의 영향이 출생력 변동에 뚜렷하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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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감지하고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한발 앞서 위와 같은 질문을 제기했
다. 이 연구소는 5년마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 표본조사인 「출생동향기본조사」
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전전부터 실시해 온 부부조사를 기본으로 한 기존의 조사 방
식으로는 위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1982년 실시한 제8회 조사부터 부
부조사에 더해서 독신자조사를 따로 실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출생동향기본조사」의 독신자조사결과는 비혼화에 관해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인
정받고 있다.
아래 제시하는 세 개의 그림은 「출생동향기본조사」 중에서 독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설문은 비혼 여성의 증가를 결혼과 취업을
둘러싼 여성의 생애과정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설
문의 조사대상은 18~34세 미만인 독신자에 한정했고 내용은 1987년부터 2010년까
지 총 6회에 걸친 조사결과를 조합한 것이다. 이 그림들이 제시하는 정보를 해석하
는 것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생애과정 변화와 비혼화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
보려 한다.
【그림 Ⅲ-1-1】이 여성들에게 생애과정의 여러 유형을 제시한 후 어떤 인생을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것이라면 【그림 Ⅲ-1-2】는 이상은 이상대로 두고 실
제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유형을 질문한 것이다. 또 【그림 Ⅲ-1-3】은 남성들에
게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파트너의 생애과정 유형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이다. 각 설
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 생애과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55).
전업주부= 결혼○, 자녀○, 결혼/출산을 계기로 퇴직해서 그 후 취업하지 않음
재취업= 결혼○, 자녀○, 결혼/출산을 계기로 퇴직했다가 자녀 성장 후 취업
양립= 결혼○, 자녀○, 일생 취업 상태 유지
DINKS= 결혼○, 자녀×, 일생 취업 상태 유지
비혼취업= 결혼×, 자녀×, 일생 취업 상태 유지

여성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생애과정인 【그림 Ⅲ-1-1】과 현실적으로 예상하는 생
애과정인 【그림 Ⅲ-1-2】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볼 때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비혼취업의 생애과정이었다. 【그림 Ⅲ-1-1】의 여성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생애과정을 보면 비혼취업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매우 적어 전 기
간 동안 5%를 밑돌고 있으며 증가세도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그림
Ⅲ-1-2】에 나타난 자신의 생애과정이 비혼취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1987

5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0, 「出生動向基本調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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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여성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생애과정
질문: “당신이 이상으로 삼는 인생은 어떤 유형입니까?”

【그림 Ⅲ-1-2】 여성이 예상하는 생애과정
질문: “이상은 이상으로 두고, 실제로 예상되는 당신의 인생은 어떤 유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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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남성이 여성에게 바라는 생애과정

질문: “파트너(혹은 부인)가 될 여성이 어떤 유형의 인생을 보내기를 바랍니까?”

년에는 전체의 7.1%에 머물던 것이 2002년에는 12.5%로 상승했고 2010년에는
17.7%로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조사결과만 놓고 볼 때 비혼
취업의 생애과정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9%에 그친 것에 비해 비혼취업
의 생애과정을 예상하고 있는 여성은 17.9%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이 큰 차이로 벌
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혼취업이라는 생애과정이 여성들의
‘이상과는 다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현재의 비혼화가 애초부터
독신을 결심한 사람들이 증가한 결과가 아니라 만혼이 비혼으로 이어져 ‘어쩌다보니
비혼’인 사람들이 증가하는 구조임을 방증한다.
생애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비혼취업의 생애과정
이라면 그 뒤를 잇는 것은 전업주부다. 【그림 Ⅲ-1-1】에서 전업주부를 이상으로 생
각하는 여성은 1987년에는 33.6%였던 것이 1997년 조사에서는 20.6%로 나타나 격
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이후로는 정체기에 들어가기는 했어도 전업주부 지향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은 성별분업에 근거한 근대가족의 쇠퇴를 나타
내는 대표적인 징후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2010년 조사를 보면 전업주부를 이상적
인 생애과정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19.7%로 2005년 조사의 18.9%에서 0.8%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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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들의 전업주부 지향이 다시금
강화되는 경향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림 Ⅲ-1-2】가 보
여주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예상하는 전업주부 생애과정의 비율이다. 자신이 실제로
미취업의 전업주부로 일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987년에는 23.9%로
전체응답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줄어
들어 2010년 조사에서는 9.1%에 머물고 있다. 즉 2010년 조사를 보면 전업주부를
이상으로 생각한 여성은 19.7%인데 비해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여성은
9.7%로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비혼취업과 전업주부의 생애과정이 각각 일과 결혼을 주요한 생애사건으로 상정
하고 있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라면 재취업과 양립은 일과 가정을 모두 취하고 이것
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여성들의 이상과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취업은 결혼 혹은 출산을 계기로 퇴직했다가 자녀가 성장한 후 다시
취업하는 생애과정이고 양립은 결혼과 출산에 상관없이 취업을 계속하는 생애과정
이다. 먼저 재취업을 보면, 여성 생애과정의 이상과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 Ⅲ-11】과 【그림 Ⅲ-1-2】, 그리고 남성이 바라는 파트너 여성의 생애과정인 【그림 Ⅲ
-1-3】을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2010년 조사에서 여성이 이상으로 생각
하는 생애과정 【그림 Ⅲ-1-1】에서도 재취업은 35.2%로 양립형의 30.6%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예상하는 생애과정 【그림 Ⅲ-1-2】에서도 36.1%로
양립형의 24.7%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2010년 조사
에서 여성이 생각하는 재취업 생애과정의 이상과 현실 간 차이가 0.9%로 미미한 것
에 비해 양립형 생애과정의 경우는 양립을 이상으로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이 30.6%
인 것에 비해 실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24.7%로 그치고 있어 상당
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립형 생애과정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1987년의 18.5%에서 1997년 27.2%로 크게 증가했고, 2010년에는 30.6%를 나타내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에 비해 양립형 생애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여성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며 이상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이 이상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림 Ⅲ-1-3】에서 보듯이 남성이 바라는 장래
파트너 여성의 바람직한 생애과정을 같은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그림 Ⅲ-1-3】과 【그림 Ⅲ-1-1】의 조사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독신 남녀가 이상
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녀 간 여성의 생애과정에 관한 생각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
은 전업주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3】에서 보듯 미래의 파트너 여성에
게 전업주부를 바라는 남성은 10.9%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림 Ⅲ-1-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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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 전업주부의 생애과정을 희망하는 여성은 19.7%로 남성의 약 2배에 이른다. 또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 파트너가 전업주부로 살기를 바라는 남성은 1987년의
37.9%에서 2010년에는 10.9%로 격감했다. 같은 기간에 파트너가 결혼과 출산과 무
관하게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남성은 10.5%에서 32.7%로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양립형에 대한 선호는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의 이상과 현
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은 여성이 결혼 후에도 출산과 무관하게
일을 계속하기를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생애과정을 둘러싼 위 조사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비혼화에 대
한 다양한 관점이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지향을 둘러싼 남녀 간의 차
이에 주목할 때 비혼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진단된다. 즉 【그림
Ⅲ-1-1】과 【그림 Ⅲ-1-3】을 비교해 볼 때 여성 열 명 중 두 명은 남성에게 여전히
과거와 같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기대하면서 전업주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남성의 경
우는 열 명 중 한 명만이 파트너에게 전업주부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불황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여성들의 전업주부 지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을 올리는 미
혼 남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며 이러한 차이가 비혼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비록 결과에 대한 표면적 접근에 그
치고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통념에 부합하는 알기 쉬운 해석이라는 장점 때문에 미
디어와 저널리즘에 널리 채용돼왔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회
복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면 비혼화도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는 경제환원론으로 귀
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환원론으로는 경기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서 비혼화에 제동을 걸고 혼인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
렵다. 이런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비혼화 대책이란 결혼과 관련한 개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소극적인 남성들을 독려하고 여성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설교하
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무엇이 여성의 생애과정에 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추동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기업사회와 남성중심의 노동 시장 질서를 비혼화의 배경으로 지적하
는 페미니즘·젠더론의 관점은 보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이다. 위 그림들에서 보듯 재
취업의 생애과정은 여성들의 생애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기
혼 여성의 재취업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노동이다. 주부들의 노동인 이 파트타임노동
은 저임금과 최저한의 대우를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파트타임 노동이 비
숙련이고 임시직이라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오사와 마리와
김영의 연구는 파트타임 여성들의 노동이 비숙련이고 임시적이라서 저임금인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에 여성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임금이 낮고 임시적으로 취급당
한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기업중심사회에서 파트타임 노동자가 일종의 신분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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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이것을 오사와 마리는 “기업중심사회가 기혼 여성을 파트타이머로 만들고,
또 파트타이머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라고 정리했다(大沢真理 1993; 김영 2004).
이처럼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취업중단이 노동 시장에서의 신분 강등으로 이어
지는 상황에서 취업계속을 원하는 양립지향 여성들의 증가는 결국 비혼·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쪽으로 여성들은 변화해갔는데 이것을 사
회 정책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비혼취업 상태에 머무는 여성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비혼·저출산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에 접근하는 분석은 그 타당성을 널리 인정받았고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젠더론’이라는 형태로 정책 수립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
하는 근거가 되었다.

3) 젠더평등 정책과 새로운 공동성의 구상

합계출생률은 여성 한 명당 출산아 수를 말하는데 1947년 일본의 합계출생률은
4.5였다. 이것이 10년 후인 1957년에는 2.0으로 하락했고 197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향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에 두 자녀를 갖는 전후가족의 재생산 평등주의
가 관철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에 1.75로 하락했다. 이민자를 받
아들이지 않는 국가에서 인구대체를 위한 최저수치 2.10을 본격적으로 밑돌기 시작
한 것이다. 그 후로도 출생률 하락은 계속되어 1989년에 1.57, 이듬해에는 1.54로
내려갔고 2000년에는 1.35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합계출생률의 저하 경향에서 분기점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이른바 ‘1.57 쇼
크’로 1989년 인구 동태 통계에서 합계출생률이 1.57까지 떨어진 것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을 일컫는다. 전후 출생률 통계에서 1966년은 말띠에 대한
미신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수치가 낮았던 해로 기록되며, 당시 합계출생률이 1.58
이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밑돌게 되었기 때문에 1.57이라는 숫자는 출산율 저하의
확실한 증표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러한 흐름에서 ‘왜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
하는가’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고 비혼화의 배경에 성차별적 노동 시장의
현실과 가사·육아·노인돌봄의 부담을 여성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가족의존적 복지체
제가 존재한다는 페미니즘의 주장이 영향력을 확대했다.
여성의 노동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페
미니즘의 주장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받아들여
졌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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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이 쏟아졌다. 1980년대까지의 여성 노동정책이 결혼·출산 때문에 경력을 중단했
다가 파트타이머로서 재취업하는 주부들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던 것에 비해 1990년
대 이루어진 여성 노동 시장에 관한 조치들은 여성이 결혼·출산에 구애받지 않고 경
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초점이 이동된 것이 달라진 점이었다.

【표 Ⅲ-2-1】는 포스

트전후에 이루어진 주요한 법·제도적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Ⅲ-2-1】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내용

비고

1985년

남녀차별철폐조약비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1991

육아휴업법

1997

개호보험법 성립

성차별방지 노력의무규정

2000년부터 시행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1999

성희롱 금지규정 포함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노력의무를 금지조항으로 개정

2001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으로 승격

2003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위 표에서 보듯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노동과 돌봄에서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법제적 노력은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1년에 제정
된 육아휴업법의 경우를 보면, 출산율 저하가 초래한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된
이 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강화시켜 왔다. 그런가 하면 출
산율 저하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었다. 균등법 안에 성희롱 금
지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 추동된 남녀평등 정책의 추진은 1999년 남녀공동
참획기본법의 제정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이 법은 가족, 정치, 교육, 노동 등 모든
사회 생활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창하고 있으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
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까지 조례를 마련하고 정
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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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즘·젠더론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젠더 관점에서 선 사회 정책연구자인 오
사와 마리는 남녀공동참획심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참가해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한 성별분업에 기초한 전후 일본의 젠더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은 유보적이다. 정책의 수혜를 받은 계층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여성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취업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지난
한 일이며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M 자형 취업곡선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즉 1986년부터 균등법이 시행되고 1990년대를 통해 다양한 법제적 노력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을 남녀별로 볼 때 여성의 취업곡선은 여전히 20세 후반
에서 30대에 낮아졌다가 40세부터 다시 상승하는 M 자를 그리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코호트별로 보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
긴다.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연구가 있다. 니시무라 준코(西村純子 2014)는 교육 수
준이 상승하고 여성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
이후 출생한 여성들의 삶이 어머니 세대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기
혼 여성의 취업행동의 변화를 코호트별로 분석했다. 기혼 여성의 취업형태가 전세대
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출생코호트 여성들의 출산전
후, 그리고 출산후에서 포스트 육아기에 걸친 취업행동을 1940~50년대 출생코호트
여성들과 비교한 것이다. 결론부터 소개하자면 고학력화와 법제적 변화의 효과는 보
이지 않았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에 걸쳐 태어난 여성들의 취업행동의 추이
를 보면 결혼할 당시의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높아져 왔지만, 출산 후의 취업행동에
는 196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여성들과 그 이후에 출생한 여성들 간에 큰 변화가 보
이지 않았다.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취업계속을 단념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대했던 대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출산에 상관없이 일하는 여성이 늘어난
다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의 노동 시장에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에
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녀가 있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계속 할 수 있는
일에 취업해 있지 않는 한, 설사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생기면 퇴직하
지 않을 수 없고 퇴직 후 다시 경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지위나 경로도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이처럼 여성의 고학력화가 여성 전체, 혹은 자녀를 기르는 여성의 취
업률 상승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고학력
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직장을 그만둔다.
1960~70년대 출생코호트에서 어머니 세대와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평생을 전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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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사는 여성의 비율이 줄어든 것과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비혼취업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렇듯 결혼과 출산은 포스트전후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자들의 취업계속에 주요
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먼저 ‘자루
법’56)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루법이란 소쿠리에 물을 담는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
이 많은 실효성 없는 법을 이르는 일본의 속어다. 여성주의자들은 남녀평등과 관련
한 일련의 법이 대표적인 자루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예를 들면 균등법은 제정 당시
모집과 채용, 배치와 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각 단계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즉 노력의무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또 육아휴직법의 경우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
은 있지만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육
아휴업은 동료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일이 된다. 이것은 국가가 민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회피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일련의 법이 국가가 기업에 적극적 조
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업이 적극적 조치를 추진하
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키모토 키미코 2004).
그런데 이처럼 남녀평등의 진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자루법으로 무력화된 배
후에는 보수파의 존재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보수파란 간단히 말하자
면 성별분업에 기초한 기업사회시스템이 일본에 가장 잘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고수하려는 세력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남성정규 노동자를 핵심 축으로 하고
그들에게만 장기고용과 상대적 고임금의 혜택을 주면서, 이러한 중핵층의 반대편에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주변층을 형성해
온 일본형 노동관행을 고수하고자 한다. 그들은 젠더평등의 요구를 이에 대한 주요
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 보수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의 ‘참획(參畵)’이라는 표현이다. 참획은 일본어 사전에
도 실려 있지 않던 단어인데 남녀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보수파의 반발 때문에 ‘공
동참획’이라는 생경한 조어를 만들고 영어로는 Gender Equity 로 쓰는 편법을 취하
게 된 것이다.
한편 정책적 변화가 너무 늦게 왔다는 점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이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급속히 줄어
든 것이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감소시킨 중요한 요
인이었다. 도서관 사서처럼 이전에는 정규직 일자리였던 것이 비정규직으로 바뀌면
서 새롭게 이 직종에 진입하는 여성들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56) ‘자루(笊)’는 소쿠리를 의미하는 일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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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균등법은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는 무기가 돼주지
못했다. 애초에 방패로 쓰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페미니즘은 저출산·비혼화를 성차별적 노동 시장과 가족주의적 복지체제가 추동하
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과 무관하게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페미니즘의 정책 개
입으로 199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체제가
갖춰진 것은 공로이며 성과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현재 여성의 비혼화
와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초점 이동을 요구받고 있다. 1980년대까
지 여성 노동 정책이 주로 주부 파트타이머들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1990년대 이후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했다면 현
재는 비혼·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으로 다시 한 번 초점을 이동해야 할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배은경(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출산을 여성주의적 정책을 시
행하기 위한 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그 효과면에서 여성주의적
결과를 생산했는가라는 점에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낳는 성으로
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 미래 인력의 양성이라는 도구적 차원을 넘어 여성의 출산
권, 즉 여성의 선택권과 자유라는 문제를 충분히 담론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접근은 오히려 아이는 반드시 가정에서 만들고 어머니의 주관 하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가정과 모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질문해 볼 필요
가 있다.

3. 비혼 여성의 사회적 영역의 확장과 친밀권의 축소
일본 기업의 장시간 노동과 사원에 대한 회사의 전횡은 악명 높다. 회사는 전령
한 장으로 사원을 어디로든 보낼 수 있고 사원의 가족은 사실상 기업의 외곽조직으
로 간주된다.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남성들의 영역에 진출해도 일본의 기업문화를
바꿔놓지는 못했다. 균등법이 실시되고 몇 년이 지나 처음으로 여성 과로사 판정이
나왔을 때 여론의 반응은 일본의 가혹한 노동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여자들도 일 좀 하는구나’에 가까웠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포스트전후 비혼 여성의 일과 소
비 그리고 친밀권에 대해 살펴본다. 비혼 여성들이 노동자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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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비혼 여성 간의 친밀
권의 축소로 이어졌는가를 규명한다.

1)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들

일본의 대기업이 대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비교
적 최근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기업의 사무직은 OL 이라 불리던 고졸이나 단기대
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들로 채워져 왔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은 제
대로 입사원서를 써 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외모와 인맥’을 활용해 기업에 입사하
거나 각종 수험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나 일본은 유엔의 남녀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하
기 위해 1985년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제정하고 1986년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균등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대졸여
자를 공개 모집하게 되었다. 당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자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균등법의 시행은 성차별적 노동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계기였다.
이 때문에 균등법을 둘러싸고 일본형 고용관행과 성별분업의 우수성을 신봉하는
보수파의 위기감은 컸다. “만들어지면 일본은 큰일 난다. 소송이 계속돼서 기업은
수습할 수가 없게 되고, 여성들이 모두 밖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가족은 절멸의 위기
에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大内裕和·竹信三恵子 2013). 뿐만 아
니라 균등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
편으로 다양한 (준)전업주부 우대 정책을 마련해 균등법의 파장을 억제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균등법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성별분업의 젠더 질서를 바꾸는 계기
가 되지 못했다. 물론 여성의 직업 영역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들’의 출현으로 노동 시장에서 젠더 간의 분리선은 달
라졌지만 성차별적 노동 시장의 구조 자체는 크게 바뀐 것 없이 온존되었다고 평가
된다.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는 신규대학졸업자의 일괄채용, 연공임금
제도 등의 일본적 고용관행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남자들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균등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코스별고용관
리(career tracking system)가 끼친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스별고용관리
란 코스에 따라서 임금, 승급, 연수기회 등에 차이를 두는 인사시스템을 말하는데
코스는 크게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종합직은 기간업무, 계획수립
이나 대외협력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코스로 승진과 승급
이 있는 대신 전근을 동반한다. 일반직은 전근을 수반하지 않는 정형적인 업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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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스다. 후자의 경우는 승진에 상한선이 있어 관리직이 될 수 없다. 균등법 실시
이후 여성 사원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
데 코스제를 도입할 때 남성 사원은 희망하면 무조건 종합직이 되지만 여성 사원에
게는 종합직 지원에 엄격한 장애물을 설치했다. 또 드물게 일반직을 선택하는 남성
이 출현할 경우 종합직으로 변경하도록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균등법은
공식적으로 남성만을 모집·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여성만을 모집·채용하
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반직에 여
성만을 채용하는 대기업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균등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종합직은 대부분이 남자, 일반직은 거
의 전원이 여자라는 식의 종래의 성별직무분리가 온존되었다. 코스별고용관리는 표
면상으로는 여성 사원의 능력 활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실은 남자처럼 일하는 여
성만을 선별하는 장치 역할을 했다. 또 여성의 노동 시장을 남자처럼 일하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의 일’을 하는 보조적 노동자로 분단한 위에서, 후자를 저임금으로
묶어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코스별고용
관리는 직장 내 남녀차별을 가리는 ‘투명망토’ 구실을 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종합직으로 취업해 18년간 근무했다는 호시노 씨(47세)의 이야
기는 코스별고용관리가 여자들 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잘 보여준다.
“릿교57)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입사하는 순간부터, 누구는 유니폼 입고 허드
렛일 하고 누구는 수트 입고 출근하는 처지로 갈렸다... 직무 연수를 받으면서
너는 ‘여자’랑 다르다,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그렇게 영업부에
배치돼서 처음으로 담당을 맡게 됐는데, 거래처에서 반발이 장난 아니었다. ‘여
자’를 담당으로 정해주다니 자기네를 우습게 아느냐고 노발대발이었다...그래서
죽기살기로 일했다. 일 잘 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몸이 부서져
라 일해서 남자사원을 부하로 데리고 일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15년쯤 지나
니까 더 이상은 몸이 못 버티겠더라...결국 그만두고 치즈 만드는 걸 배우려고
남프랑스로 갔다. 농장에서 일도 하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치즈보다 프랑스어에 더 흥미가 생겨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력을 새로 시작
하는 나도 힘들지만...더 딱한 것은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서 종합직이
아니라 일반직을 선택했는데, 결국 결혼하지 않은 채 나이든 그룹이다. 릿교를
졸업하고 같이 입사했던 동기는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닌다. 요즘도 미팅 다니고
결혼정보회사를 기웃거린다는 소문이다. 【사례 Ⅲ-3-1】, 호시노 씨, 47세

57) 도코에 있는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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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씨는 일하는 여자를 암묵적으로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와 ‘여자처럼 일하
는 여자’로 나누고 자신을 전자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호시노 씨가 ‘여자’로
분류한 일반직 여사원의 직장생활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균등법은 기본적으로 4
년제 대학을 나온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2년제 단기대학 출신이나 4년제라고 해
도 지방의 순위가 낮은 대학 출신 ‘여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지방방송국의 광고국에서 7년간 일했다는 시마무라(44세) 씨
의 이야기다.
직장에서 남자 상사에게 받았던 차별이 가장 뼈아팠다. 내 업무는 영업하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일이었는데 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
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한마디로 ‘나서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자인데, 여자
인 주제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는 지적이었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
만 아무 항의도 못했다. 영업지원 사무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세워주는 여성적
인 역할만 강요받는 것이었다. 【사례 Ⅲ-3-2】, 시마무라 씨, 44세

균등법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있던 노동 시장에 ‘남자 같은 여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냈다. 이 새로운 범주의 등장은 여성 간의 격차를 만들었다. 더 이상
여자라면 누구나 결혼하고 주부가 되는 것이 ‘보통인생’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균등
법을 통해 여성들은 부분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기회의 평등을 획득했지만 그것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취업을 계속할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결과의 평등
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기회의 확대는 오히려 여성들의 생애과정 간의 분단을 강
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하는 여자들은 분단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남자처럼
일할 것인가, 여자처럼 살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호시노 씨에 따르면 종합직
여사원이 출산 후에도 취업계속을 강행할 경우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라는
동료들의 수근거림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법 도입 이후 대졸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은 확대되었고
그 중에는 장기근속하고 승진하는 여자들의 그룹도 형성되었다. 이들의 존재가 사회
적으로 가시화된 계기 중 하나가 2000년을 전후해 도쿄 도심에서 불기 시작한 비혼
여성의 아파트 구입 열풍이었다. 비혼 여성들이 일제히 아파트 구입에 나서게 된 배
경에는 주택 시장의 민영화로 비혼 여성이 대출을 받기 쉬워졌다는 점과 도쿄 도심
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누적된 주거난이 있었다. 이에 더해 주택구입시 필요한 거
액의 선불금을 지불할 수 있고 20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증가했다는 상황이 조건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이것은 제한된 일부지만 균등법이 제공한 기회를 활용해 기업 안에서 승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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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립 가능한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들
의 주택구입 열기 때문에 한 때 도쿄도심에 1LDK58) 아파트 신축 붐이 일기도 했
다. 그러나 이것은 도쿄 도심의 몇몇 구에 한정된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고 전국적으
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도쿄 도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대개 혼자 사는 비혼
여성들은 일본의 외식업, 문화공연, 여행 등의 소비산업을 선도하는 고객층으로 주
목받았다. 2000년 이후 「길모퉁이 분기점에 선 그녀」, 「아라포」, 「오히토리사마」 등
이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도 잇달아 제작되었다.
전근도 불사하면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관리직을 목표로 일에 몰두하는 종합직
여성들은 흔히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들’로 불린다. 이들은 과로사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그 결과를 임금과 승진으로 보상받는다.
이 그룹의 등장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해 온 일본
의 남성성/여성성의 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는 흥미로운 주제다. 이에 대해 다
카 후토시는 제도상의 기회균등은 보다 많은 여성에게 중핵적인 노동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남성지배 구조가 크게 흔들
릴 정도로 기업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多賀
太 2006). 무엇보다 여성들은 여성이 가사와 돌봄의 책임자라는 규범이 뿌리 깊은
가운데, 이것을 면제받은 남성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또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소수파가 되는 조직구도에서 토크니즘(tokenism)59)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즉 일부 여성이 관리직에 안착한다고 해도 그들은 관리직
이라는 남자의 세계에서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남성화된 여성 혹은 명예남성이라는
이른바 예외적 여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관
리직에는 남성이 적합하다’고 하는 관리적 업무와 남성성과의 의미의 연결에 부여하
는 효과는 무효화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부 여성이 관리직에 진출한다고 해도
남성성/여성성의 이항대립과 의미로서의 남성우위는 그대로 보존된다. 또 그와 같은
관리직 업무와 남성성과의 의미 연결은 더 많은 여성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는데
여전히 장애로 작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 여성을 상층부에 배치시키면서, 숫자
상의 남성우위와 의미상의 남성우위가 상호보강해가면서 구조로서의 남성지배는 유
지되게 된다.

58) 침실 1개, 거실(livingroom)겸 식당(Diningroom)겸 부엌(Kitchen)이 딸린 집
59) 토크니즘은 소수파에 대한 명목만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구색갖추기용으로 여성을 관리
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토크니즘은 속성이 이질적인 구성원을 조직 안으
로 끌어들일 때는 일정비율 이상의 숫자를 확보할 때만 속성집단의 특징이 아니라 개인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것은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비
호하는 이론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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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들’은 연구자가 2년 동안 도쿄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
로 가장 자주 접촉했던 그룹이다. 특히 한류 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나게 된 모리
사와 씨를 비롯한 3명의 편집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은 연구자에게 도쿄 싱글 여성들
의 세련된 소비문화에 대한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다. 유명 출판사에 근무하
는 40대 후반의 중견 편집자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박식했
고, 해외여행, 미식과 와인, 공연예술은 물론 오락에도 정통했다. 평소 일중독으로
보일만큼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은 놀 때도 일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공부하
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었다. 연구자는 이들의 초대로 교겐이
나 다카라즈카를 비롯해 그 밖에 장르를 규정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공연과 모임에
참석했다. 초반에는 이들은 왜 동성끼리 몰려다니면서 소비에 열광하는가? 자신들의
비혼됨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들이 형성한 관계를 친밀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같은 연구질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되면서 그런 질문들은
해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녹아버렸고 어느새 함께 노는 데만 열중하게 되었다.
이들과의 만남이 현장조사로서 실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삶
의 방식이 비혼 여성인 연구자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았고, 연구자가 그들로부터 받
은 지나칠 정도의 후의와 환대가 거꾸로 연구자와 이 그룹의 관계를 언제까지나 방
문객과 호스트의 상태에 묶어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알게 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는 이 그룹에 속한 3명
과 개인적으로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늘 안내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도
적으로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간간히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
다. 화제는 주로 일, 건강, 가족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자신들이 비
혼이라는 점이 갖는 특이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실제로 크게 의식하지 않
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도쿠후렌 여성들이 비혼 여성이기 때
문에 갖는 사회적 제약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달라
진 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를 놀라게 했던 것은 세 명이 서로 알아온 기간
을 고려했을 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물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연구자가 만일 도쿠후렌 여성들에게 던졌던 것처럼 “이 모임은 여러분에
게 어떤 모임입니까, 참가하고 있는 다른 모임과 같습니까?”라고 물었다면, 도쿠후
렌 여성들처럼 즉석에서 “다르다, 모두 같은 입장이니까, 말이 통한다”와 같은 대답
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자처럼 일하는 비혼 여자들은 사생활에서
동성끼리 무리지어 다닌다는 측면만 놓고 보면 도쿠후렌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들은
도쿠후렌 여성들과 달리 혼자서도 어디든 잘 다니고 비혼을 동류 간의 지지와 연대
가 필요한 ‘약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실히 새로운 시대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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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소비자와 싱글컬처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개성은 소비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들을 사회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집단에 매몰되지 않은 개별 존재로서의 고유성은 이전 시대에 비해 바람
직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동경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획득했다. 고도로 발달한 소비사
회에서 소비를 통한 개성의 구축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여 소비하는 ‘주체’
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소비사회에 편입하도록 촉진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의
장을 주도하는 것은 단연 여성이었다. 영화감독이며 예능인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런
지적을 했다.
텔레비전 광고만 봐도 알 수 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 가방 등 여자들이 쓰
는 것들은 모두 고급품이다. 아이들용 상품도 게임이다 뭐다 죄다 비싼 것들뿐
이다. 하지만 남성용 광고를 보면 싸구려 옷이나 드링크제뿐이다. 그 외에는 기
껏해야 가발 정도다. 남자를 상대로 한 명품 광고 따위는 본 적이 없다. (기타
노 다케시 2009: 84-85)

그는 이처럼 광고의 소구 대상에서 나타나는 젠더 편향을 근거로 일본 사회에서
‘아버지’와 ‘남자’가 지워졌다고 주장한다. 기타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
본에서 소비가 여성우위의 영역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기호와 취향을 중심으로 한
탈근대적 소비라는 영역에서 일본 여성은 세계적인 소비층을 형성해 왔다. 일본 여
성은 세계의 명품 브랜드, 와인, 미식, 여행 시장의 주요 고객이며, 수동적인 소비를
넘어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취향을 축적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해왔다. 일본
소믈리에 협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정하는 ‘와인전문가’ 자격이라는 것이 있다.
시험 내용이 전문 소믈리에와 큰 차이가 없어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와인전문가 자격증을 취
득한 일본인은 11,132명인데, 그 중 62%가 여성이라고 한다. 또 2010년 무렵부터
여자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조시카이(女子会)>가 유행하면서 조시
카이를 더 즐기려고 와인스쿨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거나 치즈교실에 다니는 여성
이 늘고 있다고 한다.60)
이와시타 쿠미코의 오히토리사마론은 여성 중심의 이러한 소비문화에 가치를 부
여하면서 이것을 대중화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오히토리사마란 저널리스트인 이와

60) 「京都新聞」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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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 구미코가 싱글을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물질주의적 존재로 비하하는 것61)에
대항해 일종의 개념적 대안을 제공하려고 제시한 것이었다(岩下久美子 2001). 사전
적 의미로 오히토리사마(御一人様)는 한 사람을 높여 부르는 단어인데, 이와시타는
이것을 “개인이 확립된 성인 여자”로 재정의해서 1999년부터 자신의 웹사이트에 오
히토리사마론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것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와
시타의 오히토리사마론은 기존의 싱글·비혼론이 가족제도나 가족주의에 대한 저항이
나 해방의 측면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혼자서 행동하는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 수
준 높고 우아한 생활문화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성숙한 소비사회의 여성적 가치로서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단행본 『오히토리사마』는 이러한 생활문화에 동참하고
자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오히토리사마로서 행동하는가를 수준별로 자세
히 설명하고 있는 지침서의 성격을 띤다. 이와시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부정적인
함의가 강해진 싱글됨을 여성들의 소비나 일상생활의 영역과 접속시킴으로써 여성
성을 확장하고 싱글컬처를 건져내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한편 데일즈(Dales 2014)는 싱글 여성을 다룬 동명의 드라마 「오히토리사마」에
주목하면서, 여기서 담론상으로 구성되는 비혼됨의 특징이 주변화된 영역을 바라보
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오히토리사마」의 주
인공 같은 모델은 혼자서 하는 소비행동이 더 우아하고 세련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혼자 있는 여자를 외롭고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해 온 여성성의 지배적
관념에 도전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드라마 속의 비혼
여성들은 거리낌 없이 혼자 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바에 가
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
지만 이런 방향의 묘사를 데일즈처럼 주류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력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드라마 주인공들이 혼자서 하
는 소비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주장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 데일즈는 오히토리사마가 배우자와 아이가
없는 여성을 채워주는 대안적 길로서 이상화된 가정주부 역할에 대한 담론적 균형
추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오히토리사마 담론은 적어도 현대 일본의 여
성성의 보편적인 특징이 결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성의 대안적 이상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결혼 밖에서 수행되는 일상적 실천을 통한
에이전시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는 장(場)이 된다는 것이다.

61) 대표적인 것이 야마다 마사히로의 ‘패러사이트 싱글론’이다(山田昌弘 1999). 야마다는 성
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기초적 생활조건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대를 ‘독
신 기생충(parasite single)’이라고 정의하면서 비생산적인 이들의 존재가 ‘미혼불황’을 몰
고 왔으며 일본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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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기주도적 소비가 반드시 비혼 여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후
‘소비주체’의 형성과정에서 비혼 여성의 역할이 중심적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
다. 현대 일본에서 비혼 여성과 소비가 맺어온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크게 소비주체
의 형성, 자원의 확보, 문화와 커뮤니티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소비문화의 흐름
을 살펴보겠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소비를 통해 형성된 비혼됨이 여성성과 친밀
권의 관점에서 갖는 시사점과 함의를 검토한다.
소비주체의 형성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
다. 여기서 주체라는 개념은 미셸 푸코나 주디스 버틀러가 쓴 의미로 사용한다. 특
히 푸코를 경유한 버틀러의 주체 개념은 주체를 행위의 반복에 의한 결과의 효과로
간주함으로써, 소비자가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
해준다. 즉 버틀러에 따르면 일관된 지향이나 고정된 위치를 가지지 않으며, 정체성
의 구성을 위해 판타지에 의지하고 모든 실천에 끊임없이 개입해 들어오는 구조에
의해 항상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존재를 ‘주체’로 간주하고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주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소비선호와 수행뿐이
다. 이러한 수행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규칙에 제약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게임의
수동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을 통해 질서를 교란하고 새
로운 영역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확보된
다.
열광적인 소비자로서의 여성은 고도성장기에 이미 출현하고 있었다. 전기밥솥이
등장한 것은 1955년이었는데, 1960년대에 이미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포화
상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3종 신기(神器)로 불린 전기냉장고, 전기청소기,
흑백텔레비전은 모두 등장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포화 상태를 맞았다. 그 다음
으로 자동차, 에어컨, 컬러텔레비전의 3C62)가 단기간에 가정의 표준 패키지가 되었
다. 이 시기 가전제품 광고는 한결같이 여성, 그것도 ‘부인’으로 불리는 기혼 여성을
소구 대상으로 삼았다. 가계의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 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유로이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금액에
는 상한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어가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다. 또 당시 여성의 욕
망의 순위는 자기 자신보다는 가정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70년대 들어 자신의 욕망 충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젊은 여성
들이 등장한 것은 소비주체 형성의 역사에서 획을 긋는 변화였다. 1970년대 이후
비록 결혼 전에 한정된 시기라고 해도, 부모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가처분소득을 지닌 젊은 여성들이 대량으로 소비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62) 자동차 Car, 에어컨 Cooler, 컬러텔레비전 Color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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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업계, 화장품업계, 여행업계 등이 기술혁신에 따른 대량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전
국적인 소비 시장을 만들어갔고 여기에 매스미디어와 광고·선전이 주요한 역할을 하
였다. 당시 창간된 「안안](anan)과 「논노」(non-no)로 대표되는 신흥여성잡지는 새
로운 소비시대를 주도하는 매스미디어의 전형적인 예였다.
「anan」은 1970년에, 「non-no」은 1971년에 각각 창간된 여성잡지다. 이 잡지들
은 잡지명이 ‘주부’나 ‘여성’ 등의 독자층을 지시하는 명칭이 아니라, 어감이 좋은
음을 조합한 알파벳 표기인 점이나 컬러화보 중심의 잡지 편집 등, 그 때까지의 잡
지의 상식을 깨는 것이었다. 내용면에서도 패션과 여행을 중심으로 생활의 냄새가
없는 지면 구성을 특징으로 했다. 유럽이나 미국을 무대로 백인계 모델이 관광이나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빈번하게 등장한 것도 특징적이었다. 이들 잡지 제작의 기법
은 그 후 일본의 잡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잡지의 이름을 따서,
1970년대 여성문화나 그 담당자들이 안논문화, 안논족 등으로 불렸다. 안논문화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째는 젊은 여성들을 소비의 주체로서 위치지은 것, 둘째는 기
성복이 패셔너블한 구입대상이 된 것, 그리고 미혼 여성에게 기대되었던 젠더 규범
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상이 제시되었던 것을 꼽는다(井上輝子 2008).
그러나 1970년대 형성된 여성 소비주체의 욕망과 현실 간에는 간극이 컸다. 욕망
을 실현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가 살아있고 여성의
행동반경에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여성들이
소비를 통한 욕망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의 주체화가 가능해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을 넘어서면서부터였다. 거품경기로 비혼 여성들의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균등법
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했으며 엔고의 혜택으로 이전보다 값싸게 해외여행이 가능
해졌다는 시대의 순풍이 합쳐진 덕택이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잡지로만 접하던 것
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력과 여건을 갖춘 비혼 여성들이 크게 증가했다. 일본의
거품경제기를 대표하는 이 여성들은 흔히 하나코 세대로 불린다. 1988년에 창간된
잡지 「Hanako」에서 이름을 따온 이 세대는 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여성들로
1980년대의 소비문화를 주도했다. “일과 결혼만으로는 싫다”를 내걸고 명품, 해외여
행, 와인 등의 소비문화에 몰두한 이들은 그 이전 세대에서는 특권층 여성만이 맛볼
수 있었던 아이템들을 평범한 직장여성들의 소비 속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포스트
전후의 만혼·비혼화를 이끈 첫 세대이기도 했다.
여성에게 수입이 있어도 그것이 가계보조나 가계유지에 사용되는 한 강력한 소비
자가 될 수 없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비혼 여성의 수입은 출생가족의 생계를 보
조하거나, 향후 결혼자금을 대비해 저축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근대가족의
확산과 안정화는 이 두 가지가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비혼 여성 집단을 증가시켰다.
즉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지도 않고, 미래의 결혼을 위해 저축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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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늘어난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생활비
보조를 기대하지 않게 된 것과 결혼생활에서 남자가 생계부양자 역할을 떠맡는 것
이 당연시되는 성별분업시스템에서 결혼 이후의 생계를 위한 계획을 남자의 몫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에 한정했을 때 비혼 남성보다 비혼
여성 쪽이 가처분소득이 더 커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부수적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코 세대 여성들은 “관습적인 성역할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설
적으로 ‘강력한 소비자’가 된 사람들이었다”(우에노 치즈코 2014). 이들이 추구했던
자유는 과거 도쿠후렌 여성들이 추구했던 가부장적 질서로부터의 자유나 경제적 자
립과는 궤도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코 세대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닥친 노동 시장의 빅뱅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비혼 여성 집단이었
다. 고용유동화를 눈앞에 두고 비혼 여성들의 관심은 일과 직업으로 초점이 이동되
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이른바 F163)으로 일컬어지는 20~34세 여성 집단의 소비
파워가 약화되었고 동시에 소비에서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차이가 사라지는 경
향이 가속화되었다. 맥크리(McCreery 2000)의 지적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비혼 여성은 유행에 민감해서 백화점의 새로 생긴 매장, 맛집, 해외여행에 훤하고,
결혼한 주부는 검소한 생활비 관리자로서 남편에게 쥐꼬리 용돈을 주면서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광범위하게 유포된 대조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옛말이 되었다. 적어도
소비의 영역에서 싱글됨(singlehood)을 결정하는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소비가
곧 생활인 세계에서 혼자서 우아하고 세련되게 소비를 즐길 수 있는 의식과 생활력
의 여부가 되었다. 이와시타 쿠미코의 오히토리사마론은 이 지점에 착목해서 기혼과
비혼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시도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소비의 장을 통해서 개발된 새로운 감성이 여성들이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 일본 여성들은 확실히 소비를 통해 ‘개인’
이 되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가족으로 무리짓기보다는 개인성을 추구하고자 하
는 이들의 지향을 마이홈주의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일종의 하위문화로
담아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작가 등 문화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공동체에 기
반한 싱글컬처를 형성하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싱글컬처: 포스트가
족의 행방』(青木やよひ(編) 1987)이라는 단행본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하위문화로서 싱글컬처를 구성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소비광풍에 밀려 확산

63) 20-34세 여성을 의미하는 마케팅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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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1】 오히토리사마와 싱글컬처

자료출처: 『35歳で独身で』(講談社 200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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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 채 소멸했다.
싱글을 비판적 문화공동체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연재만화 『OL 진화론』의 한 편인 【그림 Ⅲ-3-1】이 좋은 참고가 될 듯하다.
『OL 진화론』은 아키츠키 리스의 4칸 만화로 고단샤가 발행하는 일본의 주간만화 잡
지 『모닝』에 1989년부터 연재중이다. 회사원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1980년대 후반 거품경기가 한창일 때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반영된 화제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
색이다. 1998년 후반부터 “35세에 독신으로”라는 제목을 단 일화가 급증해서 동명
의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만화의 주인공은 독신 여성이다. 아마도 중년인 듯하다. 혼자서 조용한 호텔 바를
찾아가 술을 마신다. 독신됨을 세련되게 즐길 줄 아는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
고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음 순간 주변에 자신과 같은 손님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심기가 불편해진다. 이런 장면을 구성해 낸 저변에 존재하는 것을 싱글
컬처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혼자서 술을 마시러 호텔 바에
간다는 것은 싱글로서의 행동의 자유와 자신감의 측면에서 한 차원 높은 달성임이
분명하다. 이 자유를 수동적이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평가하느냐 능동적인 행위자
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피상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전면 부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도쿠후렌을 비롯한 전세대 여성들이 손에 넣지
못했던 자유였다. 도쿠후렌 회원들 중 상당수가 여행과 외식에서의 부자유와 제한
때문에 동류를 찾아 모여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독신 여성의 행동반경이 여기까지
넓어진 것은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데일즈(Dales 2014)가 지적한 것
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여성성에 새로운 금 긋
기를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이 만화가 보여주는 상황에는 몇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다. 첫째는 성
비의 문제다. 서양영화나 드라마였다면 위 장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여자가 파트너
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림 속에서는 여자들만 모여서 ‘어른의 한 때’를
즐기고 있다. 이성 파트너를 찾기 위해 모여든 것이 아니다. 성적인 유대라는 의미
에서의 친밀성의 결핍과 젠더 분리는 일본 싱글문화의 큰 특징이다. 두 번째는 저
자리에 모인 동류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동류가 많은 것을 반
기지 않으며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싱글 여성은 동류끼리 모여 있
는 것에서 성소수자가 LGBT 바에 있을 때처럼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호텔 바라는 장소의 기호를 소비하기 위해 모여든
소비자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들이 호텔 바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기호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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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인 것을 우아하게 즐길 줄 아는 타인과 다른 자신’이다. 따라서 주위에 포진한
자신과 유사한 존재들은 불쾌한 방해물 혹은 경쟁자인 것이다.
비혼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싱글컬처는 자
신의 비혼됨을 일종의 생활양식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위와 같은 소비문화를 통해 달성된
싱글 정체성은 동류와의 연대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양의성을 띤다. 물론 이
것은 서로를 경원하는 것이 포스트전후의 비혼됨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어디까지나 맥락에 따른 것이다. 조시카이나 취미교실에서 만났다면 비혼자끼
리 더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교환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혼 여성에게 동류가 갖는 의미와 무게는 확실히 과거와 달라졌다. 도쿠
후렌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는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승인욕구에서 동류
를 찾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되는 관계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강한 지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포스트전후의 비혼 여성들은 동류
에 대한 관심과 동류끼리의 관계성에 대한 지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비혼자의 수적 증가에 따라 비혼자가 더 이상 희귀하고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과거에 비해 명시적
인 차별이 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소비사회가 성숙하면서 적어도 도시지역에서는
비혼이라는 사실이 과거처럼 생활의 불편이나 제약을 야기하는 하는 요소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할 것이다. 또 친밀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큰 변화로 거
론해야 할 것은 포스트전후의 비혼 여성들이 근대가족 안에 포섭되었다는 점일 것
이다. 이에에도 근대가족에도 포섭되지 못했던 전후의 독신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비혼 딸의 탄생’이라도 불러도 좋을 만한 변화였다.

3) 근대가족과 딸의 지위 상승
전후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자유연애의 규범은 포스트전후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
느냐 마느냐하는 선택 자체를 상대화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적령기를 내세
워 자식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 결혼하는 딸에게
부모가 “시집가도 여기는 네 집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관용구가 되었다. 적어도 도시지역에서는
딸이 출가외인이라는 가부장적 금언은 확실히 사어(死語)가 되었다.
이와 같은 출생가족 내 딸의 지위 변화의 배경에는 전후가족의 재생산평등주의
이래 이어져 온 자녀수의 감소가 있었다. 2010년 「출생동향기본조사」에 따르면 현
재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두 자녀인 가정이 전체의 42%, 한 자녀인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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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셋 이상은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자녀가 있는 가
정 중에 약 40%는 딸 한명만 있거나 자매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
해야 할 것이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현저해진 부모의 딸 선호 경향이다. 【그림 Ⅲ
-3-2】는 1982년 이후 「출생동향기본조사」에서 이상적인 자녀수가 한 명 이상이라
고 응답한 초혼의 부부 중에서 자녀의 성별에 선호가 있다고 한 이들에게 ‘한명만
낳는다면 아들과 딸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Ⅲ-3-2】 이상적인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선호하는 성별

자료출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제14회 출생동향기본조사」 2010

【그림 Ⅲ-3-2】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거쳐 자식을 한 명만 낳는다면 딸을
바라는 부모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해왔고, 7:3의 비율로 딸 선호 경향이 정착되
고 있는 추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이 이와 같은 부모의 딸 선호 경향을 초
래했을까?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恵美子 2004)는 부모에게 자식의 쓸모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식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전전의 이에 규범이 사라
지고, 모두가 같은 수의 자식을 낳는다는 전후의 재생산평등주의도 쇠퇴하면서, 포
스트전후 사회에서 자식은 내구소비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연금제도의 정비로 자
식에게 노후의 경제적 부양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에서 즐
거움이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오치아이가 ‘즐거움’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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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정서적 친밀감과 돌봄에 대한 기대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자식에 대해 이와 같은 기대가 커진 것이 딸 선호로 이어진 바탕에는 아들보다
딸이 그러한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젠더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딸의 지위 상승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것은 주부인 어머니의 존재였
다. 우선 여성의 주부화가 진행되면서 딸이 가내 노동을 면제받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면 가족 내에서 딸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조하는 노
동력으로 가사를 돕거나 형제들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자녀수가 줄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가정이 늘면서 가내 노동을 면제받는 딸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딸에 대한 교육투자도 증가하였다. 딸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어머니의
파트타임노동자화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앞서도 지적한 바이다. 이
처럼 안팎에서 수행된 어머니의 노동을 기반으로 1960년대 이후 출생한 근대가족의
딸들은 시간과 자원이라는 양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과 지원을 받
고 자라났다.
딸과 부모의 관계 변화는 가구형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장남이 결
혼 후 부모와 동거한다는 직계가족의 동거 규범은 이에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오랫
동안 일본가족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유지되어 왔다. 과거의 독신 여성들은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신도 서둘러 결혼을 하거나 부모의 집에서 떠밀리듯 독립해야
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부부의 동거 규범은 모두가 장남장녀인 소자녀 시대가 도
래하고 핵가족화에 따라 아들이 결혼해도 가구를 분리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눈에
띄게 쇠퇴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자녀 부부와 동거하는 고령자 세대는 비혼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 세대를 밑돌게 되었다.
전후에 확산된 자가소유의 거주형태 또한 자녀가 부모와 맺는 관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 마이홈에 ‘자녀의 방’을 만드는 것은 전후가족의 주거를 대표하는 특
징이었다.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자녀 방이 대중화된 시
대에 자라난 세대였다. 부모 집에 있는 자녀 방은 자식이 성장해서 독립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언제든지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방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독립한 후에도 방학을 하거나 실
직을 해서 머물 곳이 필요하게 되면 간단히 부모 집으로 복귀하는 주거형태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가 만난 비혼 여성들 중 부모 집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독립한 후에도 자신의 물건을 부모 집에 두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과 물품을 가
지러 들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두 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니시카와
유코는 이를 두고 전후 이에와 가정이라는 이중시스템을 이루고 있던 주거형태가
부모집과 원룸의 이중시스템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했다(Nish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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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4) 비혼 여성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전후와 비교했을 때 포스트전후의 비혼 여성을 둘러싼 환경은 달라졌다. 전쟁독신
세대 여성들이 출생가족으로부터 사실상 방출된 상태에서 성년기를 보내면서 경제
적 자립의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살았던 것에 비해. 포스트전후의 비혼 여성은
‘비혼 딸’이라는 형태로 근대가족 안에 포섭된 상태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향상
을 꾀하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으로서 비혼됨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포스트전후에서 일어난 여성의 생애선택의 전반적인 변화와 궤
를 같이 한 것이었다. 즉 결혼해서 주부가 되는 것을 유일한 생애과정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이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상
대화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생애과정이 전업주부, 재취업, 양립, 비혼취업 등으로
다양화 되는 변화 속에서 비혼이 여성의 생애과정의 하나로서 시민권을 얻게 된 것
이다.
전후 일본에서 ‘팔다남은 상품’으로 불리던 비혼 여성은 존재자체가 잉여고 풍기
문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 가족중심 사회에서 독신자에 대한 배제와 제도적 불
평등은 비혼 여성을 빈곤한 집단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빈곤은 이들의
신분적 지위를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신 여성이라서 가난하고 가난
해서 더 차별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이 남성중심의 기업사
회에 진출하면서 비혼자의 표상에 ‘화려한 싱글’이나 ‘오히토리사마’와 같은 화려함
이나 자유의 함의가 끼어들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비혼자에 대한
제도적 불평등은 온존되고 있지만 주거형태의 변화에서 보듯이 비혼자와 출생가족
의 밀착은 비혼자를 차별하는 사회시스템 상의 불평등을 비가시화하고 완화하는 측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포스트전후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사라졌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혼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상쇄하는 다른 요인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직업적 성공이라는 상쇄 요인을 갖추지 못한
비혼 여성의 경우 여전히 일상적 무시에 노출되고 있다. 또 설사 사회 경제적 위계
가 높은 비혼 여성이라고 해도 비혼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심층적 차별을 피하기는
어렵다. 사카이 준코가 지적한 것처럼 서른 살이 넘어서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자는
아무리 직업적으로 유능하고 자립해서 충족된 삶을 살고 있어도 비혼이라는 이유만
으로 ‘여자로서 실패했다’ 혹은 ‘여자로서의 행복을 모른다’는 모욕과 무시에 반복적
으로 노출된다. 사카이 준코의 『패배한 개의 외침』(酒井順子 2003)은 열심히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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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고,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는 부모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비혼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다. 당사자들은 결
혼하지 않아서 자신이 불행하다거나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지만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상식’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자로서 모자라고 불행하
다는 낙인을 고집한다. 사카이 준코는 이러한 통념에 대항해 “‘혼자 사는 것도 멋진
일이야, 나는 행복해’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알력이 발생하거나 주변으로부터 따돌
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느니 차라리 ‘저는 패배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해버리는 것이
속편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비혼 여성들에게 결혼 시장에서 패배했기 때문
에 비혼으로 살 수밖에 없는 패배한 개로 자칭하자고 선동한다. 사카이 준코의 패배
한 개는 비록 자학적인 방식이지만 비혼 여성의 여성성을 처음으로 공론장에 등장
시킨 사건이었다. ‘비혼 여성이 패자라면 승자는 누구인가’, 애초에

‘결혼이 여성의

인생의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미디어와 논
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비혼자와 가족이 밀착됨에 따라 사회집단으로서의 비혼의 정체성이 약화되
었고 이것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글 붐이 일기 시작한
초기에 싱글이란 가족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가족중심 사회
의 외측에 자신들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도쿠후렌의 여성들과 싱글 붐의 초
기 논자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전후에 증가한 비혼 여성들은 근대가족
의 후원을 받은 비혼 딸들이었다. 거기에 1990년대 이후 저출산 담론을 통한 비혼
여성에 대한 통제(policing)가 강화되고 노동자로서의 비혼 여성의 지위가 불안정해
지면서 비혼 여성과 가족은 더욱 밀착되었다. 이에 따라 비혼됨에서 가족주의에 대
한 저항으로서의 의미는 뚜렷하게 퇴색했다. 비혼됨이 이처럼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
적 시점을 상실하면서 개인에게 비혼은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사회집단이 아니라
선택에 따른 임의적인 상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이 사회적 차별에 노출
된 신분집단으로서의 비혼, 통제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으로서의 비혼과 자신을 용
이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집단으로서의 정체성에 공백을
초래했다. 비혼 여성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같은 부정, 혹은 ‘패배한 개’와
같은 부정의 부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비혼됨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하나의 집합체가 단순한 인구통계 단위가 아니라 사회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
적으로 느끼는 부당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규정이 어려워진 싱글 여성에게는 이것이 없었다. 뒤에 오는 장들에서 부모 돌봄의
국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앞서 일러두자면,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부모 돌봄은 비혼자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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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자각이 획득되는 과
정은 비혼됨이 재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혼 돌봄자라는 새로운
사회집단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과 가족: 가부장제와 교섭하기
이 장에서는 비혼화와 생애과정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전후에서 포스트전후로의
이행을 살펴보았다. 첫머리에 적은 것처럼 포스트전후 사회를 시간적 연속으로 새롭
게 시작하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어떻게 끝나가고 있었는
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고 접근했다. 전후체제에서 사람들을 균질화된 ‘보통인생’
에 올려놓는 장치는 학교와 결혼이었다. 학교가 개인 간의 출생의 차이를 보전해주
는 장치라면 결혼은 사람들에게 중류생활로 나아가는 관문 구실을 했다. 그런데 포
스트전후에 전후적 삶의 제조장치로서 학교와 결혼에 심각한 기능부전이 발생했다.
이 장에서는 결혼이 더 이상 중류로서의 삶을 보증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지 않게 된
상황을 통해 전후 질서의 해체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결혼으로부터의 이탈한
비혼자 집단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가족 안에 더 깊숙이 포섭되는 과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후 도쿠후렌 여성들은 개념상으로는 가족보다는 오히려 국가와 가까웠다. 국가
를 상대로 한 권리찾기운동은 가족중심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국민으로서의 평등을
통해 보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전후에서 비혼자는
국가보다는 가족과 밀착해 왔다. 이 장에서는 비혼자와 가족 간의 결합이 강화되는
분기점을 1980년대에 이루어진 여성들과 가부장제의 교섭에서 찾았다. 1970년대 두
번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고도경제성장기는 실질적으로 마감되었고 고도성장기의
일본을 떠받쳐온 가족-기업시스템에는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남성들의 실
질소득이 감소 일로에 있었으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 기혼 여성의 파트타임노동자
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질서가 실질적으로 내파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규범적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였고 결혼과 가정을 통한 행복이라는 전
후의 인생 각본에 의문을 품는 여성들이 증가했다. 1970년대 이것은 섹슈얼리티의
해방이라는 방향으로 분출했다. 성에 관한 여성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
정 이데올로기와 결혼제도에 도전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여성 고용 노동 시장의 확대와 함께 여성의 권리 영역을 확장하는 흐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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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되었다. 이것을 이 장에서는 여성들과 가부장제 간의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해석했다. 여성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장에서
노동자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할 자유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때 가부장제의
에이전트로 등장한 것이 가족이었다. 가족은 싱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제약하는
기제였지만 동시에 경제적 정서적 후원자였다.
이것은 노동 시장과 결혼 시장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던 호경기에는 어느 쪽에도
기회가 열려 있으며, 여성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 후 양쪽이 모두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실은 어느 쪽도 온전한 선택지가 되기
어려운 것임이 드러났다.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을 바꾸든가 결혼을
바꾸든가 해야 했다. 1990년대 젠더평등을 향한 싸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성들
의 대응이었다.
한편 싱글의 시대는 가족이나 회사 등 개인을 사회와 이어주던 중간집단이 소멸
하면서 개인이 집단에서 방출되어 소비자로서 부상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
에 의존해 왔던 자원과 서비스를 모두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이었다. 특히 돌봄과 친밀권에 대한 필요를 시장을 통해 완전히 충족시키기는 어려
웠다. 게다가 고령자나 비혼자와 같이 표준가족 모델에 근거한 제도화된 생애과정에
포섭되지 못한 이들은 사회 제도적 지원으로부터도 배제되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사회보장시스템의 미비는 고령자에게 돌봄의 공백을 낳았
고, 섹슈얼리티 해방이 유보된 채 진행된 비혼화는 비혼자의 친밀권의 부재를 야기
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고령기 부모와 비혼 자녀가 이루는 가족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글의 시대에 비혼자와 가족의 연결고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비혼화가 진행되는 가
운데 사람들의 가족지향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일견 상충된 것처럼 보이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령기 부모와 비혼 자녀가 이루는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문제
를 야기한다. 비혼자와 고령기 부모의 세대 간 협동에 대한 제도화된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개인적으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령자뿐 아니라 비혼자에게도 가족이 사회안전망도 친밀권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혼됨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혼
자가 노동자 소비자로서의 정체성과 가족 돌봄자로서의 정체성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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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돌봄의 시대와 돌봄자로서의 비혼 남성
일본의 고령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고 일본인들의 삶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의 돌봄시스템이 돌봄이라
는 사회적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 이양하는 가족중심적 구조에서 탈각하지 못하면서
노인돌봄을 둘러싼 사회문제는 심화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전후를 돌봄의
시대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포스트전후에 증가한 싱글의 삶
에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비혼됨의 변화를 살핀다. 이것
은 노인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는 과
정이 21세기 비혼자의 비혼됨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
을 반영한다.
이전까지의 비혼됨이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돌봄의 시대에 들어서 비혼
됨은 남녀 비혼자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돌봄이 자녀의 배
우자가 아니라 친자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 전환되면서 비혼 여성뿐 아니라
비혼 남성64)이 부모의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했다.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둘러
싼 논의는 1990년대 이후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출범은 가족 돌봄의 영역에 눈에 띄는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남성들의 변화는 주목
할 만하다. 돌봄의 사회화65)가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가족 돌봄에서 면제되었던 사람
들이 대거 돌봄자로 호명되었다. 비혼 아들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부모 돌봄에서 가장 존재가 미미했던 비혼 남성들이 돌봄자로 등장한 것이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불어 닥친 고용유동화와 더불어 남성성의 동요가 확산되었지
만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을 하고 있는 한 설사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남성성이 직접적
으로 도전받을 가능성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혼 남성이 여자의 일로 여겨져
온 돌봄에 접합하게 되면 남성성을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 장에서는 R.W.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개념을 통
64) 이 연구에서 비혼 남성이란 결혼이력과 무관하게 35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배우자가 없
는 이들을 의미한다. 비혼 여성과 달리 정의에 자녀에 대한 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일본의
경우 혼외출산율이 낮고, 이혼할 경우 친권의 약 80%가 아내에게 귀속되어 현실적으로 부
자 가정의 비율이 드물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65)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진행된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의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상당 부
분 겹치는 개념이지만 내용상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현지어를 살려 ‘사회
화’를 그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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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족 돌봄에서 비혼됨과 남성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그것이 젠
더 질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치적 규모만 놓고 보면 싱글의 시대에
여성보다 남성 비혼자의 증가가 더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장에서 비혼 남
성의 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비혼 남성의 변
화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과 돌봄이라는 각도는 비혼이 남성들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을 제공해 준다. 노인돌봄의 국면
에서 비혼자의 친밀권이 출생가족과 밀착되는 것은 비혼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66)

1. 고령화와 사회적 과제로서의 돌봄
1) 포스트전후 사회와 노인돌봄의 변화
일본에서 부모 돌봄은 오랫동안 “며느리의 일”로 통용되어 왔다. 이 며느리의 부
모 돌봄 규범은 전후 이에제도가 폐지되고 근대가족이 확산된 후에도 오랫동안 영
향력을 발휘했다. 이에제도는 일반적으로 장남이 가업을 잇고 가산을 단독상속하며
양친을 동거하면서 부양하다가 사후에는 이에를 계승하는 가장이 되는 시스템이었
다. 기본적으로 부계중심의 다세대 직계가족이었던 이에시스템에서 후계자 가족은
부모와 동거하면서 마지막까지 자택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론
이에에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담당한 것은 가정 내의 여성, 주로 장남며느리였다. 이
에제도는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점령 하에서 신헌법이 발포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
되었다. 개정민법 하에서 가산은 균분상속으로 바뀌어 이에제도를 떠받치던 법적 기
반은 사라졌다. 또 전후의 경제부흥은 산업 구조를 크게 변화시켜서 아들이 가업을
잇고 생계를 마련하는 세대가 감소하고 급여소득자로 이루어진 세대가 급증했다. 젊
은이들은 고용기회를 찾아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고 도시에서 핵가족을 형성하였다.
이 전후가족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모델로서 그 출발부터 노부모를 가족에
서 배제하고 있었다. “집 있고, 차 있고, 어머니는 없는 남자”는 1960년대 젊은 여
성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혼 상대의 조건을 요약한 유행어였다.
그러나 이에제도가 폐지되고 부모가 새로운 가족 모델에서 배제되었다고 해도 전
통적인 친자 관계의 규범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거시적 측면에
서 볼 때 전후의 친자 관계는 전전에 만연했던 천황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를
66) 이 장은 이미 발표된 원고(지은숙 2014b)를 가필·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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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선상에 놓는 가족국가 이데올로기가 종식됐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러나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온(恩)’을 되갚아야 한다는 효 규범은 뿌리 깊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더불어 연금제도의 미발달로 대다수의 고령자가 경제적
으로 자립 가능한 경제력을 갖지 못했던 탓에 일본이 고령화 사회67)에 진입한 1970
년에도 80%의 고령자는 여전히 자식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 돌봄을
둘러싼 제도, 규범, 의식 간의 불일치는 전후 일본의 가족 갈등의 핵심적인 요인으
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시스템이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노
인 돌봄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형제가 적은 전후 세대가 부
모 돌봄에 진입하는 나이가 되면서 지방에서 도시로 ‘불러올린 노인’의 부적응이나
자식 세대가 겪는 ‘개호지옥’, ‘개호이혼’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다. 동
거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칭송되고 그 돌봄의 부담이 사실상 며
느리들에게 부과되는 상황은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켰다. “끝이 안 보이는 개호지옥
에 빠진 며느리 애사”가 미디어를 달궜다. 갑자기 시부모에게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친자인 남편은 당연하게 며느리인 부인이 그 일을 떠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우
에 따라서 며느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빠져나올 수 없
는 지옥으로 묘사되는 것은 며느리 혼자서 노화하는 가족을 차례차례 돌보지 않으
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모두 돌보고 나면 며느리
는 이제 너무 지쳐서 본인이 개호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다는 것이 며느리 애사(哀
史)의 주된 줄거리였다. 이처럼 노인돌봄이 여전히 가족 내 여성에게 전적으로 떠넘
겨지고 있는 상황은 공공의 노인돌봄서비스 확충과 개호보험 창설을 지지하는 운동
의 최전선으로 여성들을 내몰았다.
1983년에 창립된 <고령사회를 살기 좋게 하는 여성의 모임＞은 노인돌봄의 사회
화 요구를 주도한 시민운동 단체다. 1987년 가족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최초의 실태
조사를 통해 ‘개호지옥’의 현실을 폭로하면서 노인돌봄을 사회문제로 부상시켰다.
또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1만인 시민위원회>를 조직해 노인돌봄의 사회화
를 요구하는 여성해방 운동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위원회가 내건 노인돌봄의 사회화
는 주요하게 노부모 돌봄 기능의 외부화, 노인돌봄 비용의 사회화를 의미했다.
한편 1990년대 일본에서는 노인돌봄을 둘러싼 의식과 규범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
어나고 있었다. 3세대 동거나 가족의 노인돌봄이 일본의 미풍이라는 전통적인 사고
를 지지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들고 모두가 장남장녀인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노인
67)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1%
에 달하면 초고령화사회다.

-141-

돌봄에 공적인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된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이
니치신문사가 격년으로 실시해온 「가족계획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모 돌봄이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규범적 사고방식에 대해 1986년대 후반까지는 절반 이
상의 응답자가 지지를 보였다(1986년 56.5%).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는 지지를 보
이는 응답자가 30%대로 급격히 감소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까지는 10%정도의
추이였던, “시설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1990년대는 20%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했다.68)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전전부터 이어져온 가부장제도의 영향을 받아
부모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세대가 소수가 되면서 부모 부양이나 돌봄에 대
한 이에 규범의 구속성이 약화되었다는 세대교체의 효과가 있었다. 더불어 1970년
대 중반 이후 여성취업률과 진학률이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높아지고 발언권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쇼파(Schoppa 2006)는 비슷한 시기에 전개된 보육의 사회화와 비교했을 때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이처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지적
했다.
일본 국민은 보육원을 비롯한 어머니 지원을 위한 개혁에 대해서는 냉담하면
서 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제도화에 대해서는 호응하는가? 양자를 동시에
추진한 후생노동성이 의회에서 전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든 수고와 성과
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효율성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아마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나이가 들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인이 남녀 모두 90세까지
살게 되는 날도 멀지 않기 때문에 노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노인돌봄은 육아와 비교할 때,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더 평등하
게 의무로서 닥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남성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Schoppa 2006).

한편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의료보험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었던 것이 강한 추진력을 부여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69)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 필요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을 계속하는 행위나 상태를 의미한다. 당시 일본은 오랫동안 노인돌
68) 毎日新聞社人口問題調査会 ｢全国家族計画世論調査｣ 1963～2000年
69) 1999년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의료비는 국민의료비 30조 9,337억 엔의 35.6％를 차지하는
약 11조 엔에 이르렀다. 노인의료비의 70%는 의료보험 가입자의 거출금으로 충당하고 있
었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료보험의 거출금이 점점 커져 전체 지부의 80%가
적자 상태였다.

-142-

봄을 가족의 일로 간주하고 사회적인 투자를 소홀히 해 온 탓에 가족 돌봄이 한계
치에 달했을 때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들은 고식책으로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이처럼
가족 돌봄의 한계나 재택의료 혹은 사회복지자원의 미비와 같은 이유로 입원을 계
속하는 이들은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의 의료
체제가 지닌 최대의 병리현상으로 일컬어진다.70) 한편 사회적 입원의 배경에는 일본
의 노인의료비가 무상에 가깝다는 요인도 작용했다. 일본은 1972년 70세 이상의 노
인의료비를 무상화했다. 이것은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의료비가 급등하는 원인이 되
어 1982년 노인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의 자비부담을 어느 정도 요구하게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 입소에 비해 입원은 낮은 부담으로 양질의 서비스
를 획득하는 방편이었다. 특히 세간의 눈을 꺼려서 부모를 노인전용시설에 보내기
주저하는 가족들은 사회적 입원을 선호했다. 부모를 병원에 장기입원시키는 것은 중
산층 가족에게는 체면과 실리를 모두 취하는 선택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
회적 입원의 관행은 의료보험의 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갔고 정부로서는 사회
적 입원을 억제하고 병상수와 입원일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정부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가
담당하는 부분과 노인돌봄을 지원하는 구조를 기능 분화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고 그것이 정부가 노인돌봄의 사회화에 적극 나서게 한 추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97년에 개호보험법이 성립되었고 2000년 4월부터 개호보
험제도가 발족했다. 이것은 40세 이상의 전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71)로
서 가입자는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10%의 자비 부담으로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료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정액제인데 2006~2008년도의
제1호 피보험료 월납입액은 4,090엔이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개호 상태
(1~5) 또는 요지원 상태(1~2)의 인정 절차를 받은 후 본인 혹은 대리인이 서비스업
자에게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개호보험서비스는 크게 20종류로 각종 의료 및 생활
지원 전반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과거에는 저소
득층에만 한정되어 있던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소득에 관계없이 개호판정을 받
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기존의 가족 단위
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노인돌봄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보편주의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시도하고 중산층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 것은
70) 일본의 평균입원일수는 오랫동안 OECD국가 중 1위를 유지해 왔다, 「Health at a
Glance」 2013 (Report). OECD.
71) 일본은 네델란드(1962), 독일(1995)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사회보험방식의 개호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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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었다. 특히
서비스의 제공단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상정한다는 원칙은 돌봄의 탈가족화라
는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의료보험으로부터 분리해 재정파탄
을 막겠다는 정부의 자구책의 성격도 강했다. 이것은 단순히 분리한 것일 뿐 아니라
개호보험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를 취하도록 시장화하여 기본적으로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설
보다는 재택(在宅)개호72)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다는 유사시
장73) 원칙을 표방했고, 모든 서비스는 신청주의74)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서비스 범
위를 제한했다. 즉 개호보험제도가 내건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
주의적 복지서비스의 구현은 재정지출 억제와 맞물리면서 출발부터 가족 돌봄자 없
이는 운용될 수 없는, 이들의 존재를 가정하는 제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돌봄의 사회화는 “부모 돌봄은 며느리의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약화를 가져왔다. 며느리 돌봄자의 감소는 돌봄의 사회화를 둘러싼 여성들의
실천이 이끌어낸 큰 성과였다. 오랫동안 준제도화된 부모 돌봄자 역할을 강요받아온
며느리들은 더 이상 낡은 이에 규범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
며느리들은 이제 남편과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 부모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고 말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일본의 미풍양속이 없어진다”는 보수
파의 비난이 거셌지만 이것은 며느리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고령자’라는 새로운 사
회집단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평균수명의 비약적 신장, 그리
고 연금 수혜계층의 증가를 배경으로 이들 포스트전후의 고령자 집단은 전후의 마
이너리티로서의 ‘노인’과는 다른 존재로 부상했다. 이들은 돈 많고 건강하고 자립적
인 주류 집단의 이미지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사회에 급부상했고 돌봄의 사회
화를 요구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했다.

2)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 돌봄자의 다양화
가족 돌봄자들의 자조 모임에 처음 참가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모든 참가자
72)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개호를 받는다는 의미.
73) 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가족, 국가, 시장으로 놓고 볼 때, 가족이 지던 부담을 시장을
키워서 넘긴 것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다. 이 개호시장은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
고 이들을 구매하는 수요자로서의 가족 혹은 가족 돌봄자로 이루어지는데, 완전경쟁이 보
장 안 되고 참여주체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시장시스템의 성격을 가진다.
74) 개호보험의 모든 서비스는 당사자 혹은 대리인의 신청과 계약체결에 의해서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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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요개호4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거나 “요개호3의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혹은 “우리집은 아직 요지원이다”라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었다.75) 이것
은 마치 학부모 모임의 자기소개에서 아이가 몇 학년인지를 핵심 정보로 제시하는
것과 흡사한 풍경이었다. 개호보험제도에서는 개호판정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
는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참가자가 자기소개를 할 때 돌봄수혜
자의 요개호도를 밝히면 돌봄 받는 사람이 대략 어떤 상태이며 어떤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을지 서로 짐작이 가능한 것이다.
또 가족 돌봄자 모임에서는 자신을 개호자[介護者]76)라고 소개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개호자는 가족을 위해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원조하는 가족
돌봄자의 통칭이다. 개호라는 단어가 1970년대에 이미 널리 사용된 것에 비해 개호
자는 1990년대 이후 노인돌봄의 사회화 논의와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인돌
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 돌봄이 당연시 되던 과거에는 없
었던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한국어에서 흔히 개호를 간병으로 번역해 쓰는 탓에 개
호의 의미가 모호해진 경향이 있지만, 일본에서 개호와 간병은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된다. 간병의 대상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지만, 개호의 대상은 환자가 아
니다. 또 간병의 대상인 환자는 의료보험의 영역에 속하지만, 요개호자는 개호보험
을 사용한다. 개호가 필요한 상태란 (노화 혹은 그에 수반된 질병으로 인해) 밥을
먹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앉거나 걷는 등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독립적
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ADL 해결의 어려움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
라 보조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되며 개호란 이러한 ADL 을 해낼 수 있도록 보조해주
는 활동 전반을 뜻한다. 그리고 개호자 혹은 주돌봄자란 이 ADL 을 돕는 일을 주도
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뜻한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돌봄의 증가와 남성 돌봄자의 증가는 가족 돌봄
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힌다. 남편의 주돌봄자가 부인인 경우는 예부터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1990년대 이후 부인의 주돌봄자를 남편이 맡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 자녀 세대의 돌봄에서 딸뿐 아니라 아들이 부모의 주돌봄자가 되
75)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혜자의 상태에 대한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
다. 판정은 크게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요개호와 요개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
은 요지원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요개호는 5단계, 요지원은 2단계로 각각 구분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상태가 나쁜 것이며 그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이용 한도액이 커
진다. 요개호도가 3이상이면 사실상 24시간 돌봄이 요구되는 상태다.
76) 1980년대 영국의 페미니즘 논의 속에서 ‘발견된’ 케어러(carer)라는 용어를 원용한 것이
다. 영국에서 케어러는 1989년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었지만 개호자는 아직 고지엔 사전
의 ‘개호’ 항목에도 실려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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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늘어났다.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 (2010)에 따르면 동거하는
주돌봄자를 가족 관계별로 볼 때 부인이 24.6%로 1위, 며느리가 16.6%로 2위, 그
뒤를 딸(14.7%)과 아들(14%)이 잇고 있고, 남편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1968년
「재택자리보전노인 실태조사」에서 며느리가 49.8%, 부인이 25.1%, 딸이 14.5%, 아
들이 2.7%이고 남편이 항목에도 없었던 것을 보면 가족 돌봄자의 구성이 확실히 달
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누가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가? 국가와 사회가 제공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돌봄의 사
회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느렸고 불철저했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행
된 이후에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가족 돌봄의 부담은 근본적으로 경감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제도 시행 이후 가족 돌봄의 영역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老老)돌봄이 증가하고 친자녀의 부모 돌봄 규범이 강화되면서
딸은 물론이고 아들이 부모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돌봄의 사
회화가 가족 돌봄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돌봄자의 다양화는 개호보험제도가 재정부담을 구실로 수차례의 개
정을 거쳐 출발 당시의 이념에서 더 후퇴하여 가족 돌봄과 자택 돌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더욱 뚜렷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험료를 내고도 이런
저런 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고령자가 늘고 있고 그 돌봄의 부담이 고
스란히 가족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렇듯 돌봄의 사회화가 가족 돌봄의 폐지나 축소가 아니라 다양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가족 돌봄이 갖는 고유한 속성도 존재한다. 아무리 외부 서비스를
늘린다고 해도 돌봄의 완전한 탈가족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선발 복지국가
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국 가족이 돌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면, 돌봄의 사회화와는 다른 방향에서 이들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시민권
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森川美絵 2008; 井口高志
2010; Leitner 2003; Hochschild 1995).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와 같은 흐름과
는 차이가 있다. 개호보험제도가 출발부터 재택개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로 주부에
해당하는 가족 돌봄자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격
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일본에서 가족 돌봄자의 존재가 약화되기 어려운 배경과 관련해 다음
과 같은 요인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노인돌봄이 제도화되면서 돌봄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다. 전후 도쿠후렌 여성들 중에도 부모를 임종 때까지 돌본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노인돌봄은 오늘날의 ‘개호’와는 성격이 달랐다. 전후 사회에서 노인돌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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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수발’하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자리보전 상태인 어머
니를 매일 혼자 두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하가씨의 일화77)는 오늘날은 더 이상 미담이나 고생담이 아니다. 고령자 학대나 방
치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제도화는 돌봄의 영역 안에 정보수
집이나 신경쓰기 같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대폭 늘려주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
는 지역별 특색도 강하며 서비스 자체도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다. 여기에 개호보험
제도의 틈을 메우는 형태로 발달한 (준)공공 서비스도 다양해서 복지 NPO 나 지자체
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
자 그룹이 만든 서비스도 있다. 여기에 개호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료 서
비스까지 포함하면 노인돌봄서비스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요개호자에게 필요한 서비
스를 적절하게 구매하고 배치하는 것은 상당한 정보수집의 노력과 수고를 요구한다.
개호보험제도는 이를 위해 케어매니저를 두고 이들이 요개호자를 위해 케어플랜을
작성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케어매니저는 한사람이 적으면
30명 많으면 50~60명을 담당하며 개인별 능력과 자질도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케어
매니저를 둘러싼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으며 가족 돌봄자 중
에는 본인이 직접 요개호자를 위해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또 케어매니
저를 비롯해 헬퍼, 방문간호사나 의사, 재활치료사 등 요개호자의 삶의 질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지원자들과 일상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것은 가족 돌봄자의 주요한
일과 중 하나다. 이처럼 노인돌봄에서 기본적인 신체돌봄과 가사 이외에 정보수집과
신경쓰기의 항목이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고 복잡해진 것이다.
둘째는 가족 돌봄자의 존재가 축소되기 어려운 것은 고령자의 주거난과도 연결되
어 있다. 사회적 입원의 확산에서도 나타나듯 고령자 주거 문제의 핵심은 공간 자체
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돌봄의 문제다. 핵가족화 시대를 살아온 세대가 고령화 되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령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에 입소한다는 선택
도 있지만 고령자의 돌봄 수요와 생활의 질을 충족시키면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
된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은 크게 주거
목적의 공간과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병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월등히 생활환경이 좋다. 전자 중에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특별노인요양홈
이른바 ‘특양’인데 일단 입소하면 임종까지 퇴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소자
만큼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입소하기 어렵다.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 같은 주
거 시설의 경우는 평균 천만 엔 이상의 입소 비용이 들고 월 납입액도 특양이 모든
서비스를 포함해도 10만 엔을 안팎인 것에 비해 최소 월 30만 엔 정도라서 비용부

77) 【사례 Ⅱ-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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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크다. 때문에 차선책으로 본래 자택으로 복귀를 전제로 한 재활시설인 개호노
인보건시설(통칭 노건)이나 요양형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편법이 만연한다. 하지만
그런 곳은 본래 주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한 플로어에서 40~50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해 사생활 보장이 안되는 등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낮다. 정부가 이런 고령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최근에 대대적으로 늘
린 것이 서비스가 딸린 고령자주택인데 이것도 사용자의 비용부담과 개호책임의 소
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
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복권당첨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자 세대가
지닌 내 집에 대한 애착이 더해져, 대부분의 고령자는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다가
종신(終身)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령자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행
정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가족 돌봄자의 축소가 아니라 다양화에 그친 배경
중 하나는 일본의 경우 돌봄을 시장화하면서 사적 돌봄의 인력까지 시장화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전지구화 속에서 일본은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쇄국 상태’라고 일컬어진다. 서구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대만, 홍콩, 한국 등의 아
시아 국가에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돌봄의 공백을 이주 노
동자의 도입을 통한 돌봄의 외주를 통해 메워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시장화
옵션도 취하지 않고 그렇다고 유럽처럼 공공보육시설과 개호시설을 확충하는 공공
화 옵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초래되고 가족 돌봄의 문제가
첨예화되었던 것이다. 개호보험제도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落合恵美
子 外

2010)는 “개호보험이 가족주의를 바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이

답한다. 개호보험제도가 요개호도가 높은 고령자를 개호하는 가족원의 부담을 경감
시켜준 것은 분명하나 가족의 돌봄 부담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때 가족
의 부담이란 여전히 압도적으로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상황을 위 보고서는 “일본에서는 여성 돌봄 노동자나 무보수의 여성 가족 돌봄
자가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논평한다.

3) 돌봄시스템의 변화와 비혼 남성 돌봄자의 부상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 80.50세, 여성 86.83세이며 고령화율은
25.78%다. 전체 인구에서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셈이다. 장수화
에 따라 성인 인구의 부모 생존율 또한 상승해왔다. 연령별로 부모의 생존 상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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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율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40대에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을 확률은
60.9%다.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의 생존비율은 연령이 더해지면서 점점 저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54세 인구의 80.1%, 55~59세 인구의 58.6%, 60~64세 인구
의 34.7%에게 각각 적어도 1명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하면
부모가 생존해 있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7명 중 1명에게는 자
신보다 더 나이든 고령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78)
건강수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제한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수
명에서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0년에 제창한 것이다.
건강수명을 산출하는 방법은 평균수명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게 되거나 자리보전 상
태로 지내는 기간을 빼는 것이다. 평균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기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다. 후생노동성은 2012년 처음으로 건강수명 개
념을 도입한 지표를 공표했다. 일본인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는 2010년 기준
으로 남성은 9.13년, 여성은 12.68년이었다. 인구 평균으로 볼 때 사망에 이르기까
지 10년 이상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고 있는 셈이다.79)
장수화에 따른 노인돌봄 문제는 포스트전후 일본의 사회 정책의 최대 과제 중 하
나다. 이제 노인돌봄은 누구에게나 규범이나 당위를 넘어 현실로 닥치고 있고 비혼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을 전후해 일어난 부모 돌봄의
변화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 일본에서 부모 돌봄은 오랫동
안 “며느리의 일”이라는 말로 대표되어 왔는데 개호보험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가
능한 사람이 하자”는 새로운 규범이 확산되었다. 의료를 포함한 신체적 돌봄을 보조
하고, 청소와 장보기 등의 가사지원, 배식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체제를 갖춘 개호보
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여자의 일”로 여겨지던 노인돌봄은 가족 중 “누구
든 수행 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그림 Ⅳ-1-1】은 일본에서 최초로 자리보전[네타키리]노인에 대한 전국조사가 실
시되었던 1968년부터 최근까지의 주돌봄자의 가족 관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8)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0, 「第6回世帯動態調査」.
79) 성인의 의료비는 사망 직전에 집중적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가 확대될수록 의료비나 개호급부비를 큰 폭으로 소비하는 기간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보
장체제를 구축하는 측에서는 이 차이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개인의 생활의 질의 저하를
막는 것과 더불어 사회보장부담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2012년 이후 후생노동
성은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개호예방책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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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동거하는 주돌봄자의 가족 관계별 추이

자료출처: 『ケアメンを生きるー男性介護者100万人へのエール』 (津止政敏 2013: 22)

2000년을 기점으로 주돌봄자에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가 격감하고, 배우자와 친자
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자든 여자든 젊든 고령이든 직업이 있든 없든 가능한
사람이 가족의 주돌봄자 역할을 떠맡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노인돌봄이 가족
중 가능한 사람이 하는 일이 되면서, 며느리가 규범적으로 돌봄을 강요받는 일은 이
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자의
배우자와 친자녀였다.
친자녀에 대한 고령자의 돌봄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딸에 대한 돌
봄 기대가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특히 비혼 딸에 대해서는 “결혼적령기가 지나면
개호적령기가 온다”는 속설이 나돌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모든 고령자
에게 딸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며 딸이 있다 해도 부모 돌봄을 맡을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친자 돌봄 규범의 강화에 따라 아들이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도 증
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돌봄과 관련한 고령자의 의식에서도 나타난다. 2003년
내각부에서 실시한 고령자 돌봄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희망하는 가족
돌봄자의 우선 순위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높았다. 바람직한 돌봄자 1위는 배우자, 2
위는 딸, 3위는 아들 순이었다. 남녀 모두 며느리보다도 육친인 아들을 바람직한 돌
봄자로 지목했다. 돌봄을 받는 당사자도 젠더 규범보다 친자 규범을 우선하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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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자는 약 400만이며 그 중 시설 입소자가 전
체의 17%, 나머지 83%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
중에서 약 120만 명이 남성이고 그 중 아들이 4분의 1을 차지한다.80) 약 3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 이 아들 돌봄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Ⅳ-1-1】 에 반영된 2010년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주돌봄자
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가 그나마 신뢰성 높은 자료다. 이 조사에서 “거의 온종일 돌
보고 있다”고 응답한 가족 돌봄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인으로 전
체의 36.8%를 차지했다. 2위는 며느리로 17.2%, 3위는 딸로 15.6%, 그 뒤를 이어
남편이 14.3%를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아들은 12.0%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에는 돌
봄자의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비혼 아들의 비율은 알 수 없다. 이
것은 비혼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비혼 부모 돌봄자의 규모와 추이는 어느 정도인가? 가족 돌봄자의 존재
를 전제하면서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는 개호보험제도의 특성 때문에
부모를 돌보는 비혼 자녀의 규모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제시하기 어렵다.81)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비혼 돌봄자의 규모가 적어도
수십만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가시화되기 어려운 비혼 돌봄자의 존재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 것은 개호보험법의 개정 때문이었다. 2006년 4월부터 시행
된 개정개호보험법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원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강
화했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일
하면서 부모를 돌보던 싱글들이었다. 요리나 청소 등을 지원해주는 헬퍼(방문개호
원)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 것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이전에는 매일
헬퍼가 집에 들러 부모를 챙겨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하고 일하러 나갈 수 있었
는데, 법이 바뀌면서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부모가 온종일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은 싱글들에게 일과 부모 돌봄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했다. 2006년 개호
보험제도가 개정된 이후 종전에 연간 10만 명 전후이던 노인돌봄을 이유로 한 전직
과 이직이 144,800명으로 증가했다. 증가분은 대다수가 비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10월 NHK 방송의 「싱글개호」 특집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
다.
일본 사회는 가내 영역과 공공 영역의 분리라는 틀에서 볼 때 성별분업이 뚜렷하
80) 厚生労働省 2010, 「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
81) 일본의 개호보험법에는 가족 돌봄자에 관한 조항이 없다. 개호보험서비스에도 가족 돌봄
자를 위한 서비스는 없으며, 가족에 대한 현금 급부도 원칙으로 금하고 있다. 가족 돌봄을
근거로 세제나 연금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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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른 남녀의 행동에 대한 관습적 규제가 강한 사회다. 오랫동안 노인돌봄은
며느리, 아내, 딸 등의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젠더
요인보다 역할 수행 가능성이 우세하게 작용해 남편이 아내를 돌보거나 드물게는
아들이 주돌봄자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도 앞으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생계부
양자가 될 비혼 아들은 돌봄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친자
녀의 부모 돌봄 규범이 강화되면서 비혼 아들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다. 이처럼 종래 가족 돌봄자에서 가장 멀리 배치되어 있던 비혼 남성의 부모 돌봄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돌봄의 시대가 남성성에 초래한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
는 지점이다. 따라서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성의 남성성은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의
변화를 살피는 핵심적인 지점이 되는 것이다.

2. 비혼 남성과 부모 돌봄의 결합
(1) 남성의 돌봄과 헤게모니적 남성성

코넬은 남성성을 여성성과의 차이를 통해 정의하고 사회·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으
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의 흐름에 서 있다. 그러나 젠더를 담론적 구성물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규정하고 남성성을 실천의 배치형태(configuration)로 정의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탈구조주의나 심리학적 접근과 차별화 된다(코넬 2013: 117
–119). 그에게 남성성은 남성적 행동의 문화적 레퍼토리 중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
되는 수행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 제도, 담론 등의 장소(sites)에서 관철되는
질서이자 구조다(Connell 1993). 코넬에 따르면 보편적이고 유일한 남성성이란 없
으며 남성성은 늘 복수로 존재한다. 이때 복수란 문화나 역사에 따라 남성성이 다양
하다는 것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성은 곧 권력과 위계화를 의미하며 지배
와

종속,

주변화,

공모

등의

관계를

낳는다.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은 남성성들 간에 성립하는 이러한 관계를 포착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사회·문화적이고 제도적 이상과 관련해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남성성을 의미한다
(코넬 2013).
전후 일본에서 남성성의 헤게모니적 형태를 대표 해 온 것은 사라리만(salary
man)이었다(Dasgupta 2000; Roberson·Suzuki 2003). 사라리만은 성별분업에 기
초한 젠더 질서 위에서 성실한 납세자, 기업전사, 가족부양자로서 일본 사회를 떠받
치는 기둥으로 이미지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 사라리만 남성성의 헤게모니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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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고용의 유동화와 장기불황 등의 외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젠더 관계 내
부로부터의 저항에 맞닥뜨리면서 전례 없이 동요하고 있다. 가부장적 질서, 성별분
업, 이성애를 특징으로 하는 젠더 구조에서 여자가 없는 비혼 아들은 헤게모니적 남
성성에서 볼 때 낮은 위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에 더해 여성 영역으로 간주돼 온
돌봄과 비혼 아들의 결합은 그들의 남성성을 위축시키고 주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남성성의 동요와 변화를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성들
의 증가를 통해 제시한다. 먼저 참여관찰 자료를 중심으로 부모를 돌보는 아들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비혼 남성과 돌봄의 결합이 초래하
는 주변화의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또 형제 간의 돌봄의 배분을 통해 돌봄이 비혼
자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것인데,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친자녀 간 돌봄의 배분에서 결혼 여부가 주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돌봄 영역에서의 변화가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젠더
질서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고안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지배와
억압, 공모와 저항, 경합과 주변화를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
성의 남성성이 남성성들 내부의 경합 속에서 어떻게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부모를 돌보는 비혼 여성의 여성성이 어
떻게 젠더 질서를 흔들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과 연동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 다루
고 있는 내용은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을 다룬 다음 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2) 부모를 돌보는 비혼 아들의 현황: <무스코사롱>의 사례
<알라딘>82)은 2000년에 결성된 가족 돌봄자 모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NPO)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알라딘은 2010년 7월부터 도쿄 시내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아들들의 모임인 무스코사롱83)을 개최해 왔다. 이 모임은
참가자들이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알라딘은 후원은 하되 지도나 간섭은 삼
간다는 방침으로 운영된다. 매월 정해진 날 알라딘이 장소를 마련하고 다과를 준비
해 두면, 부모를 돌보는 아들이라면 누구든 5백 엔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형식
으로 개최된다. 모임의 개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나 관련 단체에서 배포하는 전단
지를 통해 홍보된다. 연구자는 이 정례 모임을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82) 정식 명칭은 <NPO법인 개호자서포트 네트워크센터 알라딘(NPO法人介護者サポートネッ
トワークセンター・アラジン)>. http://www12.ocn.ne.jp/~arajin/
83) 무스코(息子)는 아들을 의미하는 일본어. 무스코사롱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2015
년 9월 현재도 활동 중인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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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에 걸쳐 참여관찰했다.
무스코사롱은 부모 돌봄과 관련한 본인의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해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일반적인 가족 돌봄자의 모임과 다
른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아들, 그 중에서도 비혼인 아들이 주축이 된 모
임이라는 점이다. 가족 돌봄자를 위한 자조 모임에서 남성 돌봄자만의 모임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지만 남편 돌봄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아들만의 모임은 드물다.
모임에 대한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남성들의 취약한 지역 네트워크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정
설이다. 둘째는 모임의 지향과 무스코사롱이 열리는 요일이다. 일반적으로 주부와
남성 퇴직자가 중심이 되는 모임은 평일 오후에 열린다. 일하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는 시간에 하는 것이다. 일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아들이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을
지향한 무스코사롱은 201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렸다. 셋째
는 모임의 개방성과 참가자들의 적극성이다. 무스코사롱에는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남성 가족 돌봄자의 현실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 때문에 다른 모임과의 교류도 활발하고 매번은 아니지만 신
입회원도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
【표 Ⅳ-2-1】 무스코사롱 참가자의 구성 (총 19명)

연령

아들의 거주현황
평균=53세

독거 8

범위=35세~66세

배우자와 동거 3
부모와 동거 6

혼인 여부
기혼 4

배우자+부모와 동거 1

미혼 15

조부모와 동거 1

취업현황

부모의 성별
취업 12

여 16

퇴직 3

남 8

무직 4

조/부모의 성별
여 1

직업
정규사무직 4
자영업/자유직 5

남 1
조/부모의 개호도

비정규직 3

요개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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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개호4

6

외동 4

요개호3

4

여자 형제 7

요지원

2

남자 형제 6

사망

9

형제자매

남자+여자 형제 2

치매 여부
치매 있음 14

형제자매의 혼인 여부
기혼 여자 형제 8

치매 없음 3

미혼 여자 형제 1

미상 9

기혼 남자 형제 6

(조)부모의 거주현황

미혼 남자 형제 2

독거 3
자식과 동거 7

출생순서
외동 4

손자와 동거 1

첫째 11

개호시설 6

둘째 3

사망 9

막내 1
연구자가 참관한 총 16회 차에 걸친 모임의 참가연인원은 116명, 총 참가자는 19
명, 회당 평균 참가자는 7.25명이었다. 먼저 모임 참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참가
자의 평균 연령은 53세이며 40~50대가 모임의 주축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으로
돌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모임에 참가하는 60대도 2명 있었고 드물게는 30대 참가
자(1명)도 있었다. 혼인 상태별로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명,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5명으로 비혼 아들이 우세했다. 출생순서로 보면 장남이 많
았고 이들의 형제 수는 평균 1.84명으로 외동인 경우가 4명이었다. 외동이 아닌 경
우는 대부분 다른 형제자매가 기혼인 상태였다.
또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부모를 돌보는 중인 참가자가 17명, 돌봄을 마
친 이가 2명이었다. 현재 돌보는 중인 17명 중 동거하는 자택 돌봄이 8명, 자택 돌
봄을 거쳐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4명, 원거리 돌봄이나 동일 지역 내 별거하면서 돌
보는 경우가 5명이었다. 돌보는 대상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2배 많았고 드물게
는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돌보는 대상의 요개호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
이었고 치매 판정을 받은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돌봄 기간은 시작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려우나 7년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이었으며 그 중 2명은 10년 이상 가족의
주돌봄자 역할을 해 오고 있었다. 이렇듯 돌봄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은 치매와 자
리보전[네타키리] 등으로 돌봄 기간이 길어진 탓도 있지만 양친을 모두 돌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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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장기간 돌봄을 해 온 7명 중 5명은 양쪽 부모를 모두 돌
본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지난 7년간 함께 살던 조부, 조모, 어머니를 차례로
간병하고 떠나보냈고 현재 요개호5의 아버지와 살고 있는 비혼 남성(50세)도 있었
다. 더불어 참가자들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 부모 사망 후 다른 부모가 요개호 상
태로 돌입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고 양친이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돌입하
는 “동시다발 개호”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내용은 크게 신체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 그리고 경영
(managing)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외부 서비스 의존율이 비교적 높
은 신체적 돌봄부터 살펴보자. 모임의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돌봄에 외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다. 하
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는 독립된 활동인 목욕이나 식사 같은 것은 외부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만 배설이나 이동처럼 수시로 행하는 활동은 외부 서비스로 대
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충이었다. 이것은 활동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복잡한 제한규정 때문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외부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헬퍼는 책임소재에 대한 분란을 피하기 위해
인공항문 세척이나 인공장치를 통한 영양공급 등 간단한 의료적 처치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가족의 입회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
는다. 때문에 비록 가족이 신체적 돌봄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을 전후해 ‘남성 돌봄 불가론’이 무성했었다. 그때 주로
근거로 제시되었던 것이 남성들의 가사 경험 부족과 남성의 경우 이성 간 돌봄에서
오는 저항감이 크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무스코사롱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문제점
들은 과장되었다. 먼저 남성들의 가사능력을 보자면, 청소나 식사준비 등은 그 동안
외부서비스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담당 헬퍼가 남성들에게 교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입문 단계를 지나면 이 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 또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이성 간 돌봄이라 어렵다고 정설처럼 언급해 왔는데
비혼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친을 모두
돌본 이들은 돌봄에 비협조적인 아버지보다 순종적인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수월하
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동성인 아버지를 돌보는 것보다 어머니 돌봄에 정서적
거부감을 덜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아마도 모자간 돌봄에서 호혜성을 도출
해 내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확실히 아들이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거
나 목욕을 시키는 것은 근친 간의 신체 접촉의 성별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며 아들
의 입장에서 심적 동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그럴 계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한 지옥이 많다”는 식으로 수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돌봄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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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어머니 쪽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돌봄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막연하게 아들은 ‘남자니까 힘들다’, 어머니는 ‘이성간이니까 어렵다’
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감정적 측면의 돌봄은 부모와 함께 TV 를 본다거나 사진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활동이 많았는데, 무스코사롱의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이것을 부모 돌
봄이 초래한 친자 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철들고 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하고, 심지어 같이 TV 를 보면서 웃기도 한다”고 털어
놓은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 손을 잡는 게 몇 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 자기
전에 손잡고 다정하게 30분만 말을 걸면 하룻밤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
일 시행 중”이라고 보고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물론 감정적 측면의 배려가 늘 순조
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어머니의 기행을 견디다 못해 “얼른 죽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다는 일화가 동일한 사람의 경험담에 공존한다. 하지만 이런
돌봄 관계가 갖는 감정적 측면은 선행연구(Meredith·Lewis 1988)에서도 지적한 것
처럼 노인돌봄이 돌봄자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
요한 지점이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는 무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10%의 이용
료를 지불해야 하며 요개호도별로 주어진 이용한도를 넘으면 100%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와 비용
억제라는 상반된 두 가지 과제 사이의 갈등이 상존한다. 가족 돌봄자들이 “좋은 돌
봄이란 결국 돈”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모임 참가자들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돌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자택 돌봄의 경우는 월 3만 엔에서 6
만 엔 정도가 보통이었다. 하지만 돌봄을 받는 사람의 심신 상태나 이용하는 서비스
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은 크게 달라지고, 특히 임종 직전에는 의료비를 비롯해 부대
비용이 치솟는다. 참고로 살펴보자면, 2006년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의 평균지
급액은 후생통계협회의 보고(2008)에 따르면 월액 55,196 엔이다. 즉 부모의 연금만
으로는 생활비와 돌봄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모임의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면 돌봄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궁리하고,
NPO 단체나 행정에서 제공하는 염가 혹은 무료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는 ‘돌봄 경
영’에 몰두하고 있었다.
무스코사롱의 회원들은 돌봄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남자의 입장을 내
세우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개 “자식으로서의 도리”나 “인간적인 책임”이라는 관점
에서 이야기를 전개했다. 그 중에는 부모 돌봄이 자신에게 “성숙의 계기”를 부여했
고, “후회없는 인생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경험”이라고 돌봄의 가치와 긍정성을 역설하는 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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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비혼과 돌봄의 접합이 순조롭게 새로운 남성
성의 토대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사태의
일부분이다. 직접적인 돌봄 관계에서 눈을 돌려 사회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돌봄은
이들 비혼 남성들을 주변화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2000년 이후 결혼과 출산 장려는 일본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자리 잡았고 비혼화와 국가의 위기를 연결 짓는 담론의 영향력은 강화되어 왔다. 통
계 수치상의 결과만 놓고 볼 때 그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개인에게 사회 재생산
의 압력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혼자들에게 아무 영향
도 끼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비혼화와 국가의 위기를 연결 짓는 담론은 부부
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른바 정상가족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비혼자를 주변화
(marginalization)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을 사회적으
로 생산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하고, 생산적인 부분을 우선해야 한
다는 의식을 강화시켜 가족 내 돌봄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의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비혼자가 생산적인 정상가족을 위해 희생해도 된다는 돌
봄에 있어서 일종의 위계서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3) 부모 돌봄과 비혼 남성의 다층적 주변화
1990년대 이후 노동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성별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젠더 관
계 내측으로부터의 압박도 커졌다. 가정과 돌봄 영역에 남성들이 더 많이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저출산 대
책에 부심하던 정부 또한 이에 부응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
아휴업법을 비롯해 아버지의 육아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았다.
1980년에 발족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육아시간을! 연락회(男も女も育児時間を!
連絡会): 이하 이쿠지렌(育時連)>는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쿠지렌에 대
한 현장연구에 따르면, 회원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가가 그들을 헤게모니적 남성적
역할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측면은 있지만 돌봄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 위계에서 주변
화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우선 이쿠지렌 회원의 대부분이 젊은 중산층으로
애초에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 의해 뒷받침 되고, 다른 한편
으로는 그들의 적극적인 육아활동이 사라리만의 남성성을 아버지노릇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정부의 목표와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의도한 것
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남성성의 체현자로서 주류 담론에 포섭되는 것이 가
능했던(Ishii-Kuntz 2003) 것이다. 이에 비해 무스코사롱의 사례는 부모 돌봄이 비
혼 남성들의 주변화를 강화하며 이들이 돌봄을 통해 새로운 남성성을 구축하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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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적 남성성에 도전하는 것이 육아하는 아버지들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다.
연구자가 만난 부모를 돌보는 비혼 아들 중에 자신의 비혼이 부모 돌봄 때문이라
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전통적인 부모 부양이나 효 규범 혹은 자유연애관이
개입한 탓으로도 볼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부모 돌봄이 30대 후반 이후, 이른바 결
혼 적령기를 지나서 시작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객관적으
로 볼 때 부모 돌봄이 중년 비혼자의 비혼 상태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이는 무엇보다 이들이 마주하는 제도나 규범이 이들이 욕구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 돌봄자는 현재의 개호보험제도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불가
결한 존재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 바깥의 존재이며 이들의 노동은 비가시화 된 그림
자 노동이다. 돌봄자는 돌봄에 대한 보상이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
론이고 종종 욕구가 없는 무성적 존재로 간주되어 자신을 지운 채 역할 수행에 충
실하라는 규범적 압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집에서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50대 남
성이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2~3일 간 시설에 맡기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이다.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그 남성은 당시
케어매니저의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표정이 무안했던지라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꺼
내지 않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고령화에 따라 후세대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산업화된 국
가의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이것이 자녀 세대의 결혼생
활과 강하게 관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국가 간 비교 조
사결과가 있다. 2011년 일본의 내각부에서 「저출산 사회에 대한 국제의식조사」84)라
는 국가 간 비교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20~49세 남
녀 각 1000명씩을 선정해서 결혼, 출산, 육아, 사회적 지원, 생활에 관한 의식과 실
태를 개별면접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다. 문항 중에 “결혼생활의 어떤 점을 불안
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질문이 제시한 선택지는 두 사람의 궁합, 두
사람 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 서로 간의 애정, 상대방 친족과의 관계, 전배우자나
파트너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 결혼생활 비용, 고용불안, 자유의 제약, 자녀양육방
식, 자녀교육, 무자녀가 될 가능성, 특별이 없다. 기타, 모름, 이상 14개였다. 이 질
문에서 일본의 경우는 결혼생활의 불안 요인으로 부모 돌봄을 선택한 응답자가
36.9%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결혼생활 비용으로 28.4%, 3위는 상대방 친족과의 관
계로 25.5%를 차지했다. 다른 국가에서 이 부모 돌봄 항목의 순위를 보면 한국은 8
위, 미국과 프랑스는 9위, 스웨덴은 3위였다. 참고로 각국 비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

84) 内閣府 2011, 「少子化社会に関する国際意識調査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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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택지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두 사람 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이 1위로 60%를
웃돌았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양육 방식이 36.3%, 스웨덴은 특별히 없다가 가장 높
아 36.7%로 나타났다.85)
이처럼 일본에서는 친자녀의 부모 돌봄 규범이 강화되면서 부모 돌봄이 자녀 세
대의 결혼결정이나 결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 돌봄을 상정하고 자
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깊이 규범화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 돌봄이 비혼자의 결혼을 저해하거나 비혼을
고착시키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비혼이지만 언젠가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비혼자에게 결혼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본인이 부모 돌봄을 끌어안은 채 결혼
하고자 의지를 세워도, 어지간한 이해가 있는 상대와 만나지 않고서는 결혼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또 부모 돌봄이 끝난 후에 자식은 대개 50~60대가 되는데, 그때
가서는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부모 돌봄이 비혼자의 생
애미혼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적인 영역에서 부모 돌봄이 아들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직접적으로 드
러난다. 위의 【표 Ⅳ-2-1】를 보면 무직이 4명인데, 이들은 모두 요개호도가 높은
부모를 자택에서 돌보고 있는 이들로 이전에는 정규직에 취업했다가 실직 혹은 퇴
직한 이들이다. 무스코사롱에는 그 외에도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으로 직업을 바꾼 이들이 여럿 있었다. 이렇듯 부모 돌봄이 아들의 취업 상황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은 2012년에 실시된 전국 국민건강보험 진료시설 협의회의 조사에
서도 잘 드러난다. 이 조사보고서86)에 따르면 자녀 세대 남성의 경우 돌봄자가 되
기 전에는 정 사원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50.0%였다가 돌봄을 시작한 이후에 21.7%
로 감소하였고, 대신에 무직 비율이 13.3%에서 35.8%로 증가했다. 배우자 관계에
따른 직업 변동의 양상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이처럼 부모 돌봄을 위해 일을 포
기하는 것은 아들이 기혼일 때보다 비혼일 때 발생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비혼자
쪽이 일과 부모 돌봄을 양립할 때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상황일 때 일 쪽을 포기하라는 제도적·규범적 압력도 비혼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 돌봄은 비혼 남성의 인생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생애사건이다. 주돌봄자

85)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비용으로 37.5%였고,
미국은 두 사람의 궁합으로 55.8%,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두사람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각각 34.8%와 25.7%로 나타났다.
86) 全国国民健康保険診療施設協議会 2012,「家族介護者の実態と支援方策に関する調査研究
事業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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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면 연애나 결혼에서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을 바꿔야 하거나 아
예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러한 인과의 선후 관계가 뒤바뀐 담론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성의 생애를 패러사이트 싱글의 말로로 간주하는 담론이다. “변변한
직업 없이 부모에게 얹혀살다가, 장가도 못 갔고, 나이 들어서 결국 부모를 돌보게
된 사람들”로 이들을 일반화하는 서사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널리 통용
된다. 그러나 무스코사롱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성들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다. 또 주돌봄자가 되기 이전의 이들의 직업도 공무원이나 기
술 전문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남성들이라서 부모
돌봄을 맡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사이트 싱글로
이들을 통칭하는 담론이 득세하는 것은 제대로 된 남자라면 비혼인 채로 집에서 부
모 돌봄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성별분업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선후 관계가 뒤바뀐 채 확산된 통념은 비혼 남성 돌봄자의 사회적 주변화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방기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무스코사롱에는 이러한 통념에 맞서는 대항 담론이 없었다. 비혼자가 다수를 차지하
는 모임인데도 ‘비혼’의 문제는 사생활 영역에 봉인 된 채 모임에서 언급되는 일조
차 드물었다. 비혼 남성 돌봄제공자는 담론 상으로도 주변화된 존재였다.
이렇듯 부모 돌봄의 수행은 다층적으로 비혼 남성을 주변화한다. 그런데 왜 돌봄
자가 되었을까? 애초에 당사자들이 부모 돌봄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
해진다. 만일 규범이나 상황의 강제에 따른 것이라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확장하여 이들이 돌봄자가 된 맥락과 가족 내 돌
봄의 분배과정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돌봄의 배분을 둘러싼 가족 내 역학에 접
근해 보자.

3. 가족 간 돌봄의 배분에서 나타나는 젠더와 혼인 여부의 경합
1) 돌봄을 둘러싼 교섭과 비혼 남성의 남성성의 재배치
가족의 주돌봄자가 된다는 것은 종종 자신의 일을 단념해야 하고 장기간 사회로
부터의 고립을 감내하면서 공식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배려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
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누가 주돌봄자가 될 것인가는 가족 내의
치열한 ‘정치’를 유발한다. 돌봄의 사회화는 부모 돌봄은 자녀의 배우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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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일이라는 인식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가족 내의 돌봄 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돌봄자에서 며느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인을 돌볼 책임은 여전히 가족에게 있는데, 이처럼 준제도화된 돌봄자로
서의 며느리가 사라지는 상황은 자녀가 여럿인 경우 누가 돌봄에 적합한 자식인가
를 둘러싼 경합을 낳는다. 개호보험서비스의 발달이 신체적 돌봄이나 가사 부담을
덜어준 덕분에 부모 돌봄의 분배에서 젠더 요인은 이전만큼 결정적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돌봄의 분배를 둘러싼 경합은 더욱 치열해졌다. “차라리 형제
는 없는 것이 속편하다”. 자녀 세대 간 부모 돌봄의 배분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실제로 자녀가 외동일 때 가족 안에서 돌봄의 분배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반해 자녀가 여럿인 경우 부모 돌봄의 분배를 둘러싸고 다양한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형제의 배우자에 관해 짚어둔다. 부모를 돌보는 비혼 아들
에게 결혼한 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 본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
지만 그들의 배우자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일조차 드물었다. 여자 형제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남자 형제의 배우자 즉 며느리에 대한 돌봄 기대를 입 밖에 내
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는 형제의 배우자에 대한 돌봄 기대나 불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설사 있다 해도 그것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
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먼저 비혼 남성에게 기혼의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를 보자. 이들에게 돌봄의 배분
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그녀에게는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라고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여자 형제가 자신의 가정을 우선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자신이 주돌봄자가
된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
도는 특히 비혼 아들이 한 부모 사망 후 다른 부모와 장기간 동거한 경우에 일반적
이었다. 다른 형제가 아닌 자신이 주돌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나 갈등조차
없었던 경우도 많았다. 이토 씨의 사례는 이 유형의 전형을 보여준다.
알츠하이머인 어머니를 4년 정도 집에서 돌봤다. 아버지가 죽고 20년 간 어
머니와 둘이서 살았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가끔 오는 누나보다 내가 더 의지
가 되는 존재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나만 의지하고 끝까지 나만 알아봤다... 돌
보면서 점점 더 애틋한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는 일을 거의 줄이고 돌보는데 전
념하게 되었다. 나는 집도 있고 배우자나 자식도 없으니까 시설에 보낼 필요
없이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항감 같은 거
없었다. 【사례 Ⅳ-2-1】 이토 씨, 65세 비혼 남성, 1남 1녀 중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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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씨가 주돌봄자가 되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당시 은퇴 연령에 가까운 50
대 후반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0세가 수 년 앞으
로 다가와 있었고, 몇 년간은 어머니의 연금과 자신의 저축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
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 이토 씨 같은 유형은 돌봄과 일의 양립 문제로 번
거로울 필요 없이 돌봄 역할에만 전념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남성 돌봄자 가운데 아
들보다는 남편과 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가스가 키스요는 돌봄에 필요한 자원 중
에서 돌봄자의 건강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돈, 시간, 인적 자원 등 모든 면에서 남
편 돌봄자가 아들보다 형편이 낫다고 지적한다(春日キスヨ 2013).
그런데 이토 씨처럼 부모와 장기간 동거했고 아들 쪽에서 부모 돌봄을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의 경우, 돌봄의 대상은 예외 없이 어머니였다. 이것은 어머니
가 아버지를 간병하고 아버지 사후, 모자가 동거하다가 어머니에게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돌본다는 수순이 많다는 현실의 단면을 반영한다.
하지만 비혼 아들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돌봄에 더 적극적이고 높은 자발성
을 보였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버지 돌봄은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주돌봄자가 되었다는 가와무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나는 케어가 뭔지도 몰랐고 하기도 싫어서 병원에 맡
겼다. 아버지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허무하다고 할까. 예상 밖의 충격이 있었다...아버지 돌아가시고 6
개월 후에 이번에는 어머니가 시력을 상실하고 거동이 불편해졌다. 그 때부터
케어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내가 어려서 공부도 안하
고....부모 속도 좀 썩여서, 그 마음의 빚도 있고...그래서 어머니는 집에서 내가
돌보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결혼해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자기 집안 일로
바쁘고, 본인도 여러모로 불안정해서, 정기적으로 거들러 올 수 없는 상황이었
다. 그냥 내가 다 했다. 난 자영업이니까 돌봄과 일을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했다. 【사례 Ⅳ-2-2】 가와무라 씨, 51세 비혼 남성, 1남 1녀 중 장남

이토 씨와 가와무라 씨는 둘 다 근거리에 기혼인 여자 형제가 살고 있었지만 본
인이 자발적으로 주돌봄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들의 남성성을 훼손했다
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에게 부모 돌봄은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계기였다. 부
모 돌봄을 계기로 재산이나 돌봄수혜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 전권을 장악한 것은 물
론이고 평소 소원했던 여자 형제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일시적이나마 집안의 기둥 노릇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비혼 남성이 부모 돌봄을 통
해 가부장적 남성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배후에는 비혼의 남자 형제가 주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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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 때 여자 형제가 거들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실이 놓여 있다. 딸들은 아
무리 멀리 살고 자신의 일이 바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비혼 아들의 부모 돌봄을
원조했다. 에하라 유미코는 성별분업을 이른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부부
간의 성별분업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가사 육아 혹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
는 활동을 어느 한 쪽의 성별 범주와 연결지우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정의한다(江
原由美子 2001: 126). 이 성별분업의 정의는 비혼 남성이 주돌봄자가 되었을 때 여
자 형제가 느끼는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마음의 작
용이 있기 때문에 비혼 아들은 주돌봄자가 되었을 때 여자 형제에 대해 확실한 우
위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혼 아들과 기혼 형제 간의 돌봄의 분배가 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형제가 여럿이고 비혼 아들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돌봄의 배분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기혼의 남자 형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자신
이 가족들에게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혼마 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12년간 동거하면서 아버지를 돌봤다. 처음에는 가벼운 뇌경색이었는데, 회복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다. 처음 쓰러진 것이 96년....어머니
는 140센티에 체구가 작아서, 175센티의 거동 불편한 아버지를 혼자 감당할 수
가 없었다. 일단은 내가 미혼인데다 가까운 데서 살고 있어서 간병을 거들게
되었고, 결국 내가 주돌봄자가 되었다. 죽기 전에 아버지는 신장투석을 3년간
했는데, 당뇨도 있었고, 성인병 백화점과 같은 상태였다. 2008년에 아버지가 사
망했는데, 나는 2006년에 이미 직장을 그만 둔 상태였다. 그때 건축사 1급이었
다. 2급에서 1급으로 가는데 네 번 떨어졌는데, 1급 따고 1년 안돼서 그만둔
것이었다. 간신히 설계일을 배우게 됐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까
지 쓰러지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후쿠시마에 사는
형은 가끔 와서 아버지를 “시설에 넣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멀리 떨어져 사
는데다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이쪽을 돌볼 틈이 없는 건 알지만, 울면서 시설
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내가 억지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
같은 건 알려고도 안 했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래도 결혼해서 같은 요코하마
에 사는 여동생은 한 달에 몇 번씩 아버지 병원에 갈 때는 자기가 와서 데리고
가는 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번아웃 증후군’으로 난 1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작에 약혼자도 떠났고...케어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맥스 상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분산시켰으면
됐을 걸, 혼자서 다 짊어진 것이 나빴다. 내가 희생해서 아버지는 행복했을까,
알 수 없다. 【사례 Ⅳ-2-3】 혼마 씨, 48세 비혼 남성, 2남 1녀 중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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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마 씨는 현재 80세가 된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시설에서 개호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그의 현재 목표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결혼해서 형제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 비혼인 채로 있다가 어머니에게 돌봄이 필요
해졌을 때 또 아버지 때처럼 어영부영 자신이 주돌봄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서 결혼하고 싶으나 현재 상태로는 수입이
적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초조하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혼마 씨의 돌봄 상황은 앞서 소개한 두 사람과 여러모로 달랐다. 혼마 씨는 막내
아들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고, 멀리 사는 기혼인 형이 있었다. 또 앞의 두 사람과
달리 혼마 씨는 당시 형제 간의 돌봄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지금도 분노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여동생보다는 주로 형에게 향하고 있었다. 이
것은 형이 여동생에 비해 실질적으로 돌봄에 기여한 바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만 그것만으로 혼마 씨의 분노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주도권과 남성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먼저 주도권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혼 여
자 형제는 비혼 아들이 주돌봄자가 되었을 때 그의 가부장적 주도권을 수용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기혼인 남자 형제의 경우 애초에 성별분업에서 기인하는 미
안한 마음이 없으므로 주돌봄자인 형제가 자신과 가족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마 씨에게는 앞의 두 사람처럼 부모 돌봄을 통해 가부장
적 남성성을 재구성할 여지가 적었다. 다음은 남성성들 간의 경합의 측면인데, 혼마
씨의 형은 혼마 씨의 돌봄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단지
말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미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혼마 씨
형의 입장에서 볼 때 혼마 씨는 ‘가능한 사람이라서’ 부모를 돌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화된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의 젠더 구조는 가부장적 질서, 성별분
업, 이성애를 특징으로 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결혼이다. 따라서 여
자가 없는 비혼 아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볼 때 낮은 위계에 위치하게 되고
이것은 곧 여성성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비혼 아들은 기혼 아들
보다 돌봄에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구도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혼
마 씨가 형에게 ‘여자’ 노릇을 했던 셈이 되며, 바로 그 점이 혼마 씨의 남성성에
상처를 입혔을 것이고, 그것이 형에 대한 혼마 씨의 식지 않는 분노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혼의 형제가 있는 돌봄자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개인적인 차
이는 있지만 모두 주돌봄자가 된 것은 자신이 ‘싱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
었고 돌봄의 분배에 관해 불만은 있을지라도 애당초 돌봄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만일 위 세 명에게 비혼의 여자 형제가 있었다면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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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양상과 비혼 아들의 태도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비혼 아들을 중심으로 가족
내 돌봄의 배분을 살펴볼 때 흥미로운 것은 여자 형제에 대한 돌봄 기대가 결혼 여
부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남자 형제에 대해서도 달라지기는 했지만
상대가 여자인 경우는 기혼인가 비혼인가에 따라 돌봄 기대가 극적이라고 할 만큼
달랐다. 비혼 아들이 부모 돌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만일 그에게 비혼의 여자 형제
가 있으면, 비혼 남성들은 그녀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정규직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심지어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자신이 주돌봄자가 되
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은 무스코사롱의 회원 중에 비혼의 여자형제가 있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방증된다.87) 무스메사롱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서
도 이러한 상황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스코사롱에서 비혼의 여자 형제
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귀한 것과 달리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모임에서는 비협조적인
비혼 남자 형제에 대한 원망과 성토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제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비혼 아들이 돌봄자가 된 맥락과 가족 내 돌봄에서 나타나는 배분의 역
학을 검토했다. 부모 돌봄이 비혼 아들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면적
이다. 그들의 남성성은 다방면에서 밀어닥치는 압력과 협상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 가운데 새로운 남성성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 흐름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식 중 기혼보다 비혼 자녀가 돌봄에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현대 일본에서 비혼 딸은 일찍부터 부모 돌봄의 주요한 자원이었다. 돌봄을
여성과 우선적으로 연결 짓는 성별분업의 논리는 비혼 여성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
로 관철되어 왔다. 그런데 비혼자의 증가와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비혼 남성도 부모
돌봄자로 ‘적합한’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비혼 아들과 부모 돌봄의 결합은 그들
의 남성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으로 주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과는 일률적이지 않다.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회적 관계와의 역동 속에서 새
로운 남성성의 형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넬(2013)은 남성성이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몸실천을 통해 구축된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특히 운동과 성교를 통한 남성성의 구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신체를 기반으
로 한 장기간의 돌봄 경험 또한 남성성 형성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제공이란 수시로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에 데려가는 일, 음식을 목구
멍으로 넘길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는 일, 몸에 미처 눈치 채지 못한 상처가 생
기거나 기능부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의 끝없는 반복

87) 예외는 한 건 있었는데 비혼인 남매가 치매 어머니와 동거하며 돌보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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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들과 부모 간의 신체를 매개로 한 이와 같은 관계맺음이 아들의 생애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과도하게 성애화된 남성성의 형성
에 새로운 맥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돌봄의 분배 역학과 젠더 질서의 변화
부모 돌봄의 배분에 국한해 볼 때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다음 두 가지 가족 규
범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돌봄이 자녀의 배우자가 아니라 친자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 규범의 약
화가 배우자가 있는 자녀의 부모 돌봄 규범의 약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을 전후해 영국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루었다. 연구주제 중에는 ‘가족 내 노인 돌봄의 분배에서 돌봄
자의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관한 것도 있었다(Qureshi·Walker 1989: 127).
질적 연구를 통해서 친족 안에서 노인 돌봄의 배분이 정해지는 알고리즘을 추출해
낸 그들의 방식을 참조해서 일본에서 자녀 세대 간의 부모 돌봄에서 우선 순위를
정리해 본다. 부모 돌봄에 적합도가 높은 자식 순으로 나열하자면, 1순위 비혼 딸,
2순위는 기혼 딸 혹은 비혼 아들, 4순위는 기혼 아들이다. 서열 결정의 주요 요인은
혼인 여부와 젠더다. 오랫동안 1위 며느리, 2위 딸, 어느 쪽도 없을 때는 아들이라
는 구도로 돌봄의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순위 변동은 성별
분업의 완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를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크게 달라진 것
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며느리가 없어진 자리를 다른 여성들이 메우고, 아들
내부에서 비혼과 기혼자 간의 분화가 일어났을 뿐 돌봄에서 기혼 아들이 가장 멀리
배치되는 기본 구도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족 돌봄자의 구성이 변화되는
속에서도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지우는 성별분업의 원리도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일부 여성이 노동 조직의 상층부에 진입하는 것이 성별분업의 구도 자
체를 바꾸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의 일부가 돌봄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성별분업의 기본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젠더 구조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유연해지고 있을 뿐이라고 결
론을 짓는 것은 유보하고 싶다. 왜냐하면 구조란 제도와 사회체계의 고정된 묶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찰적 행위의 집합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구조로서의 젠더 역시
수동적으로 내면화되고 실행되는 규범의 목록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형성/
재형성되는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남성성은 변화한다. 특히 다수로부터 정당성을 획
득한 이상화된 남성성으로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다른 남성성들로부터 항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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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직면하며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조건들이 바뀌면 달라진다. 사후가 아니라 과
정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이 연구는 비혼과 돌봄을 지
표로 삼아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싱글 붐을 타고 처음 부상했을 때 비혼이라는 삶의 양식은 기존의 가족 중심의
사라리만 남성성에 대한 대항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불
황과 인구위기론을 거치면서 비혼 남성은 가계부양자로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존재로 주변화되었다. 비혼 남성의 존재는 가족 중심 사회에 대해
성찰적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의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서 결혼도 못하는 남자들
의 문제로 초점이 바뀌어버렸다. 한편 같은 시기 부모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돌봄자의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이전에
는 부모 돌봄을 면제 받았던 비혼 남성도 돌봄자로 호명되었다. 현재로서 이러한 비
혼 남성과 부모 돌봄의 결합은 주로 비혼 남성의 남성성을 주변화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부모 돌봄이 젠더화된 돌봄 영역에 긍정적 변화
를 초래해 돌봄의 탈젠더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러나 일본 사회의 비혼화와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이들 비혼 남성 돌봄자는 계속 증
가할 전망이다.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스코사롱과 같은 그룹을 중심으로 돌봄의
가치를 역설하고 남성 돌봄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
라서 이들 남성 돌봄자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전하는 대안적 남성성으로 부상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볼 때 돌봄을 ‘여자들’에게 맡기고 생계부양자 역할에만 전념하는 사
라리만 남성성의 헤게모니는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 하지만 변화의 징후가 없는 것
은 아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생계부양자 역할을 강조하고 집안의 대표자로 권위
를 발휘하던 남성성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돌봄과 남성 간의 거리도 확실히 좁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9년 후생노동성은 아이돌 가수의 남편을 내세워 대대적인 이쿠맨88) 캠페인을
펼쳤다. 성별분업을 완화하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개혁하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당시 후생노동성이 내걸었던 “육아하지 않는 남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아직까지 언급될 만큼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부담이 줄지 않고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을 단지 가족에게 이관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캠페인의 효과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인 변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남
성의 육아휴직률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는 하나 2012년 현재 1.89%에 머물고 있
88) 육아에 적극적인 남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 육아를 의미하는 이쿠지(育児)와 맨(man)
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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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9) 육아휴가를 쓰고 싶어도 가계수입이 줄고 조직 내에서 평가가 낮아지는 것을
꺼려 실제로 쓰는 남성이 극소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와 비교할 때 같은 기간 고령자 돌봄에서 남성 참여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전체 가족 돌봄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쿠맨에 빗대어 고
령자 돌봄을 적극적으로 하는 남성을 ‘케어맨(care man)’이라고 부르자는 움직임도
생겨났다(津止政敏 2013). 육아하는 남성은 담론 상으로는 긍정적 이미지로 자리잡
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존재가 미미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백만 명 단위를 넘어선
노인을 돌보는 남성들이 대안적 남성상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
한 대체 시도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현재 일본 사회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통한 사회 재생산이 한계에 봉착하면
서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남녀공동참가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
다. 여기서 핵심적 과제는 남성과 돌봄의 결합 정도이다. 즉 남성 돌봄자의 남성성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안적 남성성으로서 어느 정도 힘을 얻는가가 이 사회적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 남성성과 돌봄의 연결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혁의 핵심 장소다.

4. 돌봄의 시대와 가족개인화론의 빈곤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恵美子 1997)는 1997년 『21세기 가족에게』의 2판을 낼 때,
‘개인을 단위로 한 사회로’라는 제목의 장을 추가했다. 21세기 일본에서는 가족의
개인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시스템 자체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한 사회
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15년이 지난 후 오치아이(落合恵美子 2011)
는 당시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인정한다. 덧붙여 왜 21세기 일본은 서구에서와 같은
극적인 가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근대가족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는가를 사회
과학이 탐구해야 할 의문으로 제기한다. 오치아이가 제기한 의문을 실마리로 기존의
가족개인화론이 돌봄의 시대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틀로서 드러내고 있는 한계
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오치아이가 기대한 21세기 일본의 ‘극적인 가족의 변화’가 무엇이었을지 생
각해 본다. 짐작컨대 다음과 같은 양상에 가까웠을 것이다.
‘가족 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89)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83.6%다. 厚生労働省 2012, 「雇用均等基本調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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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다! 좀더 정확하고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혼과 재혼과 이혼으로부
터, 너와 나와 우리의 과거 가족과 현재 가족의 아이들로부터 생겨난 협상 가
족, 교환 가족, 다수 가족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 이후에 오는 것은 핵가족의
발달이고 그것의 시간적 진행이며 개별화된 자들의 연합이고 핵가족의 유약화
인 동시에 증대이다(벡-베른하임 2005: 23-24).

오치아이가 친밀성 변용의 일본적 특성을 논하면서 “결혼제도는 거의 흔들리지
않은 채, 사람들이 단지 좀처럼 결혼하지 않게 되었을 뿐”(落合恵美子 2008: 56)이
라고 지적했을 때 비교의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이처럼 잦은 이혼과 재혼, 동거
와 혼외출산 등으로 근대가족이 해체되는 양상이었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제시한 것
과 같은 양상은 사실상 가족생활의 핵심인 부모됨조차 해체되는 것이며 이때 개인
의 가족 경험은 종래의 집합적 범주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사람들이 ‘단지 결혼을 기피하고 있을 뿐인’ 일본의 상황은 근
대가족은 무너졌는데 대안적 흐름이 대두되지 않는 교착상황에 빠져 있고 강력한
가족주의가 이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으로 진단된다. 오치아이는 이 가족주의를 약화
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열쇠를 젠더의 변용과 혁신에서 찾았다.
1980년대 이후 고양된 남녀평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남녀공동참가사회에 대한 지
향을 뚜렷하게 표명한 정부 방침이 이러한 변화에 추동력이 돼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0년을 지나면서 성별분업은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
께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미완의 젠더 혁신을 상징하는 것이 개선
되지 못한 일본여성의 M 자형 취업 곡선이다. 오치아이는 예상이 빗나간 원인을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전지구화와 고용유동화에서 찾고 있다(落合恵美子 2011).
이와 같은 오치아이의 현실 인식은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가족
개인화의 착종된 상황을 설명하는 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족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인가에 대해 비혼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을 제기
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족 개인화의 양상을 살필 때 가족의 형태 변화만 지나치게
중시하고 기존의 형태에서도 관계가 갖는 성격과 의미가 변화된 측면을 덜 강조한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또 근대가족의 형태 변화를 따질 때 주로 부부 관계와 자
녀양육의 영역에 치중해 있는데 일본에서는 고령기부부 간의 관계나 성인자녀와 부
모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자
녀양육과 노인돌봄은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한 돌봄의 시대를 대표하는 두 영역이다.
자녀양육의 경우 여전히 종래의 표준가족이라는 집합적 범주를 통해 파악 가능하지
만 노인돌봄의 경우 가족 돌봄의 주체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 돌봄 방식, 돌봄
관계 등이 이미 표준화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해져 1990년대부터 급속도로 개인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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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를 종래의 가족에서 개인으
로 변경한 개호보험제도의 성립은 이러한 개인화의 진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
다. 이렇듯 노인돌봄을 둘러싸고 진행된 가족의 개인화를 시야에 넣지 않은 채 서구
에서와 같은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이론의 현실 설명력에 중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가족주의와 젠더 혁신에 대한 평면적인 이해를 들 수 있다. 앞서 인용
한 것처럼 오치아이 에미코를 비롯해 젠더 관점에서 개호보험제도가 가져온 변화를
평가한 이들은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가
족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남성 돌봄자가 증가 했다고
는 하지만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落合恵美子 外 2010).
돌봄이 여전히 가족과 여성의 문제라는 점만 강조할 뿐 가족 돌봄자 네 명 중 한
명이 남성이 된 상황이 성별분업의 변화와 관련해 어떤 함의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주부에 집중해 성별분업의 변화를 추구해 온 일본 페
미니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년간 페미니즘이 그토록
애를 써도 육아하는 남자는 늘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에 노인돌봄을 하는 남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 연구자는 젠더 질서를 정책을 통해 바꾸려고 한 기획의 한계가 아닌가 생
각한다. 또 이것은 풀뿌리 여성운동과 분리된 페미니즘 이론의 한계로도 볼 수 있
다.
가족개인화론은 남성 돌봄자의 증가뿐 아니라 비혼 돌봄자의 증가에 대한 관심이
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색하다. 가족개인화론에 따르자면 비혼자는 책임과
의무의 제도인 가족을 회피해 가족을 만들지 않은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족 돌
봄자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족개인화론은 다시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설명
한다. 가족을 만들지 않는 것도 가족을 돌보는 것도 모두 가족주의로 설명할 때 가
족주의는 분석 개념으로서의 유용성을 상실한 매직워드가 된다. 비혼 자녀의 돌봄자
화는 가족주의가 아니라 부족한 ‘여자’를 만들어내는 통치기술의 단면으로 젠더 차
원에서 분석해야 할 문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혼 자녀의 부모돌봄자화는 남성
성과 여성성의 경계와 위계를 둘러싼 치열한 전장이 되고 있다. 젠더의 분리와 경계
선은 국가기획이나 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국가기획이나 정책
자체도 실천의 결과물인 것이다. 자원은 국가가 임의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이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고 사회집단들 간의 협상의 결과물이다. 사람
들이 무수히 만들어내는 실천, 특히 돌봄의 시대에 노인돌봄의 영역에서 새롭게 그
어지는 젠더 실천에 주목하지 않고는 젠더 질서에서 혁신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근대가족론에서 출발해 생애과정의 젠더 통합을 시도하는 모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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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할 수 있다. 근대가족의 프레임에서 볼 때 여자의 생애에서 결혼과 출산이라
는 생애사건은 생애과정의 분기점으로서 부동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출발부터 남자
의 생애와 여자의 생애가 다르게 구획되는 근대가족의 관점에서 젠더 문제를 바라
볼 때 젠더평등을 위한 중심 과제는 결혼과 출산에 의해 좌우되는 여자의 생애과정
을 어떻게 남자의 생애과정에 근접시켜갈 것인가가 된다. 즉 여성의 M 자형 취업곡
선의 개선이 핵심적인 이슈인 것이다. 확실히 기혼·정규직이 일반적이었던 전후체제
아래서 이것은 젠더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남녀 공히 비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여성의 M 자형 취업곡선의 개선을 통해 생애과정
의 젠더 간 통합을 실현하려는 시도의 혁신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근대가족론은 근대가족의 전형으로 위치 지워진 핵가족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필
연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핵가족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가족 개
인화를 시대의 필연으로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고정적인 성별분업을 긍정한 종래의 핵가족 모델을 혁신해 ‘남자도 여
자도 일도 가정도’를 표방한 남녀공동참가사회의 국가기획을 끌어낸 것은 공로로 평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 시도가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기에 돌입하던
시대와 겹쳐졌다는 것은 불행한 조건이었다. 가족의 시대가 가고 개인의 시대가 온
다는 예측이 무성했지만 실제로 도래한 것은 일도 가정도 없는 개인들이 증가하는
시대다. 이 주변화된 집단은 근대가족의 대척점에 서 있는 탈주하는 개인화된 존재
들이 아니라 근대가족을 지탱하는 후방부대로 재배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
한 상황에서 생애과정의 젠더 통합의 핵심을 여전히 여성의 출산퇴직에 따른 M 자
곡선을 교정하는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비혼·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비혼자에게 성별분업은 근대가족 안에서의 성별분업
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비혼자에게는 분업을 요구할 파트너가 없다. 노동도
돌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에게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직장이나 고용주가 없다. 이제까지 결혼이 노동과 돌봄을 분배하고 조직하는
방식이었다면, 비혼자가 증가하는 현실은 이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요구하
는 것이다. 이처럼 달라진 상황에서 생애과정 통합을 통한 젠더평등에 접근하기 위
해서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의 현실과 더불어 부모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비혼 남성의 현실에 서서 젠더 질서의 혁신을
사고하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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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돌봄을 통한 비혼됨의 재구성과 젠더 질서의 재
편
비혼 아들은 최근에야 부모 돌봄자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비혼 딸은 오래전부터
부모 돌봄의 주요한 자원이었다. 돌봄의 시대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숨겨
진 자원이었던 비혼 딸이 최적의 돌봄자로 호명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혼 딸이 최적의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고 있으며 그것이 비혼 여성
의 생애와 여성성에 어떤 역동을 부여하고 있는지 현장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것은 동시에 부모돌봄자화가 어떻게 비혼 여성이 사회집단으로서의 자신을 자각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디어 표상에서 중년의 비혼 여성이 부모돌봄자화하고 있는 현실의 그림자는 찾
아보기 어렵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40대 비혼 여성의 이미지는 40대가 되어도 여전
히 연애 시장의 현역임을 주장하며 소비생활에 몰두하는 이들이다. 거품경제기 OL
의 업그레이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미디어와 현실의 간
극이 이렇듯 크게 나타나는지, 왜 비혼 여성들이 특정한 표상에 고착되어 있는지는
탐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다. 하지만 이 연구의 관심은 이러한 표상을 소비하고 수용
하는 현실의 역동을 분석하는 쪽에 있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 표상이 비혼 여성의 부모돌봄자화에 어떻게 엮여들어가고 있
는가를 살피면서 부모 돌봄의 국면에서 재구성 되는 비혼 여성의 여성성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강조된 여성성이 어떤 식으로 다른 여성성들 속에서
위계를 만들어가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재생산하는지 살피는 일이 되며, 다른 한편
으로는 그 안에서 비혼 여성의 여성성이 어떻게 ‘저항’으로서의 비혼됨을 만들어 가
는지를 찾는 일이 된다.

1. 노동 시장과 결혼 시장의 이중침체

1) 비혼 여성의 비정규직화
장기불황과 전지구화에 따른 고용유동화의 최대의 피해자는 비혼 여성이었다.
2011년 「노동력 조사」의 결과를 보면 노동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은 35.4%인데, 이를 성별로 나눠보면,

【그림 Ⅴ-1-1】에서 보듯 남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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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의 20.1%인 것에 비해 여성은 2.7배가 많은 54.6%가 비정규직이다.
【그림 Ⅴ-1-1】 성별 비정규 노동자 비율

*비정규노동자의 수는 임원을 제외한 피고용자 중에서 정규직원과 종업을 제외한 수치
자료출처: 총무성 「노동력조사」 2011

【그림 Ⅴ-1-1】은 여성 노동자중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1990년대 초반에는
30%대였던 것이 점점 상승해서 2000년 초반에는 50%를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구성면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여성 비정규 노
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기혼의 중고년 여성이었다. 주부 파트타이머가 전체
여성 노동 시장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었던 까닭에 당시까지는 기혼 여성은 비정
규직, 미혼 여성은 정규직이라는 도식이 통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식이 무
너지면서 미혼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50%를 상회하는 수준으
로까지 높아진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미혼 여성들이 메우게 된 것이다.
정규직에 있던 미혼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유입되는 흐름과 더불어 신규대졸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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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장에서 처음부터 비정규 노동에 취업해 파견, 계약, 임시 고용의 형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여성들이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혹은 3분의 1수준이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제나 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에
서도 큰 차이가 난다. 한때는 젊은 층의 비정규직 취업이 정규직을 얻을 때까지의
이행 기간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단 비정규직에 진입하면 고정화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서 과거 도쿠후렌 여성들과 같은 생애과정은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대중성을 갖기 어려워졌다. 도쿠후렌 여성들 중에는 우체국, 전신국, 시청, 학
교 등 공공 부문에서 장기간 근속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비록 적은 월급에 승진
이나 승급은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된 직장을 갖고 있었다. 대
기업에는 오가사와라(Ogasawara 1998)의 지적처럼 ‘어깨두드리기’로 대표되는 여
성의 결혼퇴직에 대한 종용이 만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무기한 고용이었으므로, 손
가락질을 당하고 괴롭힘을 참으며 버티기로 작정하면 억지로 쫓아낼 수는 없었다.
또 중소기업이라면 비혼 여성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도쿠후렌 회원인 야마다 씨는 이직을 자주 한 경우였는데 “이직할 때마다 대우가
조금씩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해 본 적은 없다”고 회고했
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도쿠후렌의 회원들도 비슷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그런
직종이 모두 계약 사원이나 파견 사원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더불어 결혼퇴직을 종
용하는 관행도 사회 뉴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이들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혼 여성의 노동 문제는 좀처럼 사회문제화 되지 않는다. 변화
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성별분업에 기반한 기업중심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란 일종의 ‘덤’으로 간주된다. 근대가족의 성별분업에서
여성은 가족에 포섭되는 것이 전제된 가족의존적 존재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위치 지워진 것이다. 따라
서 여성 노동은 가족의존을 전제로 한 부가적 혹은 선택적인 것으로 상정되어 노동
시장 빅뱅의 최대 피해자가 비혼 여성인 상황에서도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비혼·
비정규직 여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으며, 대표적인
대책이 더 늦기 전에 결혼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2) 곤카쓰 유행과 결혼 불가능의 시대
곤카쓰(婚活)란 혼인활동(婚姻活動)의 일본식 줄임말로 대학졸업자의 취직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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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인 슈카츠(就活)를 차용해 만들어 낸 신조어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
을 위해 회사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가는 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거나 맞선파티에
참석하는 활동 일체를 곤카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곤카쓰는 2007년 11월 잡지
『AERA』의 기사에서 처음 쓰였다고 하며, 널리 쓰이게 된 것은 2008년 사회학자 야
마다 마사히로와 저널리스트 시라카와 도코의 공저 『곤카쓰 시대』를 통해서였다. 이
책은 “기다리면 좋은 상대가 나타나던 시대는 지나갔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를 역설하면서 곤카쓰 유행의 도화선이 되었다.
야마다 마사히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지닌 비혼·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한계
를 이렇게 요약했다(山田昌弘 2010). “보육원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결혼을 더 많
이 하나?” 그는 저출산 대책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 정책은 구성원의 대다수를 회사
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와 같은 범주로 제도화하고 여기서 낙오된 개인들을 구제
하는 방식으로 펼쳐왔다고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기존의
사회 정책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리스크화와 양극화 속에서 대
량으로 발생하는 낙오자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낙오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개인적 대처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싱글은 가
족주의 사회에서 낙오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싱글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는 개인맞춤형 공적 지원이 요구되고, 그것의 일환으로 정부가 나서서 남녀 간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山田昌弘 2004). 사적 배
우자 선택에 공적 기관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애초에는 심리적 저항
이 강했던 탓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비혼화가 초래하는 어두운 미래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2000년대 후반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면서 비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맞아떨어져 곤카쓰(婚活) 유행의 방아쇠가 되었다.
곤카쓰 유행의 시점이 2008년이었던 것은 때마침 불어 닥친 리먼쇼크와 깊은 관
계가 있다. 경제위기는 곤카쓰 유행의 촉매제가 되었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는 장
래 생활에 대한 비혼 여성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
하고 곤카쓰에 뛰어드는 여성들을 급증시켰다(山田昌弘 2010). 곤카쓰에 가장 적극
적으로 임한 것은 30대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연수입 200만 엔 전후의 일반사무직
이나 서비스직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며(村上あかね, 2010), 70년대 이후 출생해 소
비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급신장된 결혼정보업의 주
고객층이 되었다.
2009년 4월에는 NHK 에서 「결혼활동, 이혼활동」, 후지 TV 에서 「결혼활동!」이라
는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유행에 기세가 더해졌다. 한편 2003년 저출산사회대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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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들어진 후 구체적인 사업 확보에 부심하던 전국의 지방자치체도 공공 부문
행위자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곤카쓰의 활성화를 부추겼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은 현재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결혼상담, 만남주선사업, 결혼강좌 등의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결혼정보회사 역시 급증하였고 이와 더
불어 ‘곤카쓰 사기’가 사회문제로 부상해 2009년부터는 정부가 개입해 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곤카쓰는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비혼자들에게 일종의 상황타개책
으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중매결혼은 사실상 사라지고 인구의 95% 이상이 연애결혼
을 하는 현대 일본에서 결혼 문제를 상업적인 회사에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무엇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크게 여성 책임론과 남성 원인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전자를 대표하는
논자가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白河桃子 2008; 山田昌弘 2010)인데, 그는 현재
의 결혼난은 기본적으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성들 때
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연수입 600만 엔 이상 버는 미혼 남성이 전체
의 3%에 불과한데도, 곤카쓰에 나선 여성들조차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려
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연수입 600만 엔을 원하면 400만 엔 버는 남자를 만
나 자신이 200만 엔을 벌면서 공동으로 가사와 육아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러한 현
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어리석음’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인 것
이다. 이에 비해 ‘초식남’90)을 비롯한 새로운 남자의 출현에 관한 담론은 변화의 원
인을 남자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곤카쓰 유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행어가
된 초식남은 전형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나 멋부리기 좋아하고 연애나 섹스에 적극적
이지 않은 남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친밀성 구축의 영역에서 남성으
로서의 성역할에 구애 받지 않는 이런 남자들이 실제로 일본의 젊은 남성 가운데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없다. 하지만 연애에 소극적이고 이성
과 가까워지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젊은 남자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모리오카 마사히로 2011). 남성들이 기존의 성역할
에 반기를 드는 풍조는 이미 199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주로 가계
부양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방기로 표출되었다(落合恵美子 1997; White 2002). 그것
이 이제 친밀성의 영역으로 확산되어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하는 남성의 역할을 회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91)

90) ‘초식’이란 ‘초식동물’로부터 생긴 말로 ‘초식남’은 ‘초식 남자’ 혹은 ‘초식계 남자’의 한국
식 줄임말이다. 애초에는 섹스나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은 젊은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
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더해져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 혹은 남자 축에도 못 끼는 연약한
남자라는 멸시의 의미도 담기게 되었다(모리오카 마사히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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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카쓰는 유행 초기에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대를 선택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긍
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곤카쓰 업계는 만성적인 ‘남자 가뭄’에 시
달리면서 결혼에 절박한 여성들의 남자쟁탈의 장이라는 성격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곤카쓰 유행은 곤카쓰에 열중하는 여성들을 버라이어티쇼의 웃음꺼리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최초의 제안자들
은 곤카쓰 당사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양보와 협상, 혹은 서로 간의
소통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곤카쓰는
비혼화 문제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법도, 또 실효성 있는 방법도 아니었다. 비혼화
의 배경에 놓인 구조적인 요인을 비가시화하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곤카쓰가 갖는 이러한 부정적
인 측면을 지적하고 언급하는 의견은 이상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혼·저출
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곤카쓰가 제시된 것이었던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을 꺼
리는 일종의 묵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이런 가운데 2013년 9월 잡지 『현대사상』은 “‘전투적 곤카쓰’로는 이겨낼 수 없
다”는 제목의 대담을 권두에 싣고 곤카쓰 유행의 허상과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
다. 대담에 나선 것은 노동문제 연구자인 다케노부 미에코와 오우치 히로카즈였다.
그들은 남성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곤카쓰가 여성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곤카쓰 제안자들은 여성들에게 전업주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자신도 일을 하면 남성 임금의 감소를 보충해서 이제까지의 ‘보
통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역설해 왔다. 그러한 논리는 남성은 어디까지
나 정규 고용 노동자인 것이 전제였다. 그러나 전체 피고용자 중에서 3분의 1이 비
정규 고용으로 채워졌고, 미혼 남성 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또 비정규 고
용자 중에는 연수입 300만 엔 미만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만일 비정규 고용인 남녀가 결혼할 경우, 두 사람이 일해도 세대수입은 600
만 엔에 못 미치게 된다. 연수입 600만 엔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게 자
녀를 기를 수 있는 적정 수입이다. 세대수입이 600만 엔에 달하는 경우에도 만일
부인 쪽이 출산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세대수입은 크게 줄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한다. 게다가 일본의 비정규 고용 노동의 특징은 저임금이면
서 장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인 남자와 결혼할 경우 자녀를 위한 돈과 시간
이 결정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수입이 낮은 남자
와 결혼하더라도 여성도 일을 하면 ‘보통인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곤
카쓰 주창자들의 제안은 남성들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성립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91) 곤카쓰의 배경과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은 (지은숙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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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内裕和·竹信三恵子 2013).
다케노부와 오우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결혼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좇
기보다는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에 저항하자”고 이야기한다. 자기 삶의 구체적
인 문제에 직면해서 이웃과 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보육원 증설을 요구하는 기혼여성들의 사례 등을 언급하고 있지
만, 비혼·비정규직의 여성의 삶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운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
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곤카쓰 유행은 노동 시장과 결혼 시장의 이중침체 속에서 장래를 계획하기 어려
워진 비혼 여성들의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로 맞선시장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몰려들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곤카쓰
유행을 통해 비혼 여성에게 결혼이 망가진 노동 시장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되었다. 남성 노동도 비정규화 되는 상황에서는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한다고 해도 만사 해결은 아닌 것이다. 남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여성이 결혼
을 통해 삶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선택지도 취업이상으로 좁은 문이 되었다. 오치아
이 에미코의 지적처럼 그나마 여성에게 대중적으로 선택 가능한, 장기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직종은 주부밖에 없는데, 주부가 될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落合恵美
子 2000).

2. 부모 돌봄과 비혼 여성의 위기
1) 최적의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는 비혼 딸들
비혼 아들은 최근에야 부모 돌봄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비혼 딸은 오래전부터 부모 돌봄의 숨겨진 자원이었다. 그것이 숨겨진 자원이었던
것은 전후 이에 규범의 영향 아래서 독신인 딸이 혼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자손에게 둘러싸여 손주
의 재롱을 보는 것을 바람직한 노후로 여기는 문화적 이상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만일 결혼한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효 규범에 위배된다는 부담과 불행하고 빈곤한
형제에게 부모 돌봄의 수고를 떠넘긴다는 가책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과거에는
부모 돌봄의 숨겨진 자원이었던 비혼 딸이 현재는 며느리가 사라진 시대의 최적의
대체요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리낌 없이 비혼 딸을 부모 돌봄자로 호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배후에는 바람직한 노후상의 변화와 비혼 여성의 표상 변화가 있다.

-179-

장수화와 더불어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은 달
라졌다. 자녀와 손주에 둘러싸여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이들은 줄어들고 자신의 취
미에 몰두하면서 부부만의 오붓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노후에 관한 의식 변화가 탈가족화된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지향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
다. 이렇듯 부모들이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와 교류하는 노후를 추구
하게 된 것과 더불어 비혼 여성의 표상에서 불행과 가난보다는 가정에 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의 이미지가 강해진 것이 비혼 여성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비혼 딸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예전처럼 부모 돌봄의 나쁜 모양새로 간주되지 않
으며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부모와 오랫동안
동거해 온 비혼 여성의 경우는 부모 돌봄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조차 한
다.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 자녀는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총
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35~44세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혼자는
295만 명이다. 35~44세의 총 인구 가운데 16%가 비혼인 채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
는 셈이다. 1980년에 부모와 동거하는 35~44세의 비혼자가 39만 명이었던 것을 생
각하면 30년간 대단한 기세로 증가한 것이다. 부모 동거자의 증가는 장기불황과 고
용유동화로 자녀 세대의 소득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자가 소유를 위주로 한 주택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독립하고 싶어도 독립할 수
없는 자녀 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부모와 동거해 온 비혼 자녀 중 상당수는
그대로 부모 돌봄자가 된다. 특히 딸이라면 주돌봄자가 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
는 수순이다. 부모와 동거하다가 주돌봄자가 된 타바키 씨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인격이 완전히 변해서 날뛰고,
병원에서 시설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주돌봄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때 마침 일을 그만
둔 상황이었고 결혼한 언니는 정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언니는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고, 자기는 개호할 마음이 없다고 처음부터 분명히 이야기 했다. 그러
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시설에 맡기라고. 그때 나도 개호하고 싶지 않다고, 나눠
서 하자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결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꿀리
는 마음이 있었던 거 같다.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
각을 했던 것 같다. 【사례 Ⅴ-2-1】 타바키 씨, 43세 비혼 여성, 2녀 중 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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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키 씨는 현재 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요개호자인 부(84세)와 모(78세)
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부터 같은 것을
몇 번씩 물어보고 방금 일어났던 일을 기억 못하는 치매 증세를 보이다가 아버지가
쓰러진 후에는 혼자서 살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최근
에 어머니가 간신히 요개호 판정을 받아낸 것이 타바키 씨로서는 전환점이 되었
다.92) 주간보호시설93)에 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해오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자 순순히 집을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타바키 씨는 자신이 부모 돌
봄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했
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 돌봄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어쩔 수 없
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언니가 결혼하고 20년 가까이 부모와 함께 살아온
자신이 부모 돌봄에 대해 언니와 마찬가지 입장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것
은 부모와 동거하다가 돌봄자가 된 비혼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스스로
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서사이기도 했다. 더 오랫동안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자신이 부모 돌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독립해서 살던 비혼 딸에게도 부모 돌봄의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자각하고 대비할
틈도 없이 급속도로 자리 잡은 ‘규범’이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부모집을 떠
나서 독립해서 살아온 비혼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당연히’ 주돌봄자가 되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특히 형제가 있는 경우는 비혼이고 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부모 돌
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압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비혼 여성을 부
모 돌봄자로 호명하는 가족들과 당사자인 비혼 여성의 인식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
재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 Ⅴ-2-1】과

【그림 Ⅴ-2-2】다.

먼저 【그림 Ⅴ-2-1】을 보면,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비혼인 예비 시누이와
예비 올케가 첫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예비 시누이는 예비 올케에게 “나 같은 독
신 시누이가 딸려서 미안하다”고 말을 건넨다. 이것은 비혼인 시누이가 새며느리에
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과거의 규범에 따른 의례적인 인사말이다. 이에 대한 예비
올케의 응대는 포스트전후의 새로운 규범에 준한 것이었다. “외동딸이라서...저는 장
래 친정부모를 돌보기도 벅찰테니까” 라는 말 뒤에 생략된 내용은, ‘그러니까 시부

92) 현행 개호보험제도에서 개호판정은 신체활동능력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경
우 상대적으로 요개호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93) 대개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운영한다. 서비스 내용은 입욕, 식사, 일상동작훈련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자의 운송을 위한 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는 각종 서
비스와 훈련에 따르는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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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1】 “30년 후의 우리들”

자료출처: 『OL進化論』秋月りす 201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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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 “미래를 대비해서”

출처: 『OL進化論』 (秋月りす 201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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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돌봄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쯤 될 것이다. 예비 올케의 의중을 눈치 챈 비혼 여
성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상대가 부모 돌봄을 분배하는 방식에 선뜻 동의
하기 어려운 것과 발화주체가 예비 올케라는 예상 밖의 상대였기 때문이다. 부모 돌
봄의 분배를 둘러싼 여자들 간의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친자식인 남동생의
모습은 아예 장면에서 삭제되어 있다. 친자녀 간의 돌봄의 분배에서 비혼 여자 형제
가 있는 경우 기혼 아들의 돌봄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면제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가하면 【그림 Ⅴ-2-2】은 돌봄을 둘러싼 부모의 기대와 당사자인 비혼 딸의
의식 격차를 잘 보여준다. 부모가 집을 개축해서 독립해서 사는 비혼 딸이 부모집을
방문한 상황이다. 어머니는 딸에게 개축하면서 손님방을 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딸은 어머니가 손님방을 만든 것이 어쩌다 찾아오는 오빠가족을 위한 것이라
고 착각하고 잔소리를 한다. 어머니는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독립해서 사는 딸
이 집으로 돌아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손님방을 만든 것이라는 속내를 딸에게 털
어놓지 못한다. 당사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혼 딸에 대한 부모의 돌봄 기대
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비혼 여성이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는 상황에는
여성성들 간의 관계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오랫동안 결혼은
여성성들을 가르는 주요한 분기점이었다. 기혼 여성의 여성성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비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아서 불행하다든가 결혼하지 않아서 자유롭다는 식으로 결
혼을 중심으로 한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런데 부모 돌봄의 분배라는 국면
에서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분리선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Ⅴ-2-1】의
타바키 씨의 언니가 여동생 타바키 씨를 볼 때, 【그림 Ⅴ-2-1】의 예비 올케가 예비
시누이를 볼 때, 【그림 Ⅴ-2-2】의 어머니가 딸을 볼 때, 이들 기혼 여성들이 바라
보는 비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기보다는 ‘돌봄을 하지 않는 여자’다. 즉 여
자인데 돌봄을 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종래의 기혼 여성은 가사와 돌봄, 비혼 여
성은 취업이라는 구도는 기혼취업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무너졌다. 취업 여부로 기
혼과 비혼을 양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종래의 구분을 대신해 등장한 것이 기혼 여
성은 일과 돌봄에 쫓기는데 비해, 비혼 여성은 일만 하면서 우아하게 소비생활을 즐
기는 존재라는 대비가 새롭게 부상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처럼 기혼 여성 측에서
비혼 여성의 비혼됨을 결혼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게 된 것은 과거 비혼
여성을 보는 시선에 ‘불행’이나 ‘빈곤’ 혹은 ‘저렇게는 되지 말자’는 반면교사의 함
의가 강했던 것을 생각하면 대등한 눈높이에서 비혼 여성을 바라보게 된 변화가 발
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 이동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마자키 나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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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嶋崎尚子 2013)는 1990년대 이후 확산된 생애과정의 다양화 담론이 개인의 생활양
식의 차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샐러리맨과 전업주부라는 핵심적인 생애과
정 모델은 그대로 둔 채, 그 주변의 선택지가 증가했을 뿐이라고 분석한다. 즉 여성
들은 전업주부가 아닌 다양한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다양한 선택지들
은 생애과정으로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의 틈을 메우는 것은 개
인적인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를 비혼 여성에게 적용해 보면, 비혼
취업 여성이 부모 돌봄이라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으로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 취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돌봄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돌봄을 위한 비혼
여성의 취업 포기는 돌봄자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없는 사회에서 비혼
여성을 주변화하고 하층계급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성 간 결혼이 바람직한 삶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비혼 여성의 여
성성은 강조된 여성성에 맞서는 대항적 여성성을 대표한다. 전후의 독신 여성들은
의존이냐 자립이냐의 구도 속에서 남편에게 의존하는 주부의 여성성에 대항해 경제
적으로 자립한 비혼의 여성성을 구축했다. 또 싱글시대의 여성들은 기혼 여성의 가
족중심에 대비해 자신들의 개성을 비혼됨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모성과 돌봄을 최우
선에 두는 강조된 여성성에서 볼 때 비혼 여성의 여성성은 개념상의 대립물이었을
뿐 생애과정 안에서 서로 대치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주부의 여
성성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기혼취업 여성들의 여성성이었
다. 그런데 딸에 대한 돌봄 기대가 상승하면서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여성성 간
의 새로운 교차점과 대립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누가 더 부모 돌봄에 적합
한 자식인가? 를 둘러싼 것인데,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비혼 여성의 우위는 명확하
다. 다른 하나는 돌봄의 내용이나 방식과 관련된 것인데 돌봄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
좋은 돌봄자라는 논리가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
럼 부모 돌봄의 분배와 내용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강조된 여성성의 논리 앞에서
개성이나 혼자됨을 강조해 온 포스트전후 비혼 여성의 여성성은 대항 담론을 형성
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노출된다.

2) 부모 돌봄이 비혼 여성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
부모 돌봄자가 되는 것은 비혼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물론 변화의 정
도나 양상은 단일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개인적 능력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계급과 자원이라는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다르다. 돌봄의 책임을 지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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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은 비혼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사회적 신분과 노동 시장의 지위에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일단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혼 딸이 돌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즉 비혼 여성에게 부모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셈이
었다.
앞 장에서 비혼 아들의 부모 돌봄이 가내 권위를 강화시켜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
화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혼 딸의 부모 돌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
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로젠버그(Rosenberger 2007)는 이 문제를 부모 돌
봄이 비혼 여성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을 보완한다는 맥락에서 접근했다. 주로 성
숙(adulthood)에 초점을 두고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이 비혼 여성의 정체성에서의
결핍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로젠버그에 따르면 여성의 성숙이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만 획득되는 일본 사회에서 결혼하
지 않은 여성은 평생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간주되게 된다. 그런데 부모 돌봄은 비
혼 여성에게 결여됐다고 간주되는 자기희생을 통한 어른됨(adulthood)을 획득할 수
있는 보완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돌봄을
통해 비혼 여성이 어른됨이라는 권위를 보충하고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설
은 부모의 계급이 높은 경우, 그것도 비혼 여성 당사자의 개인적 능력 등 다른 조건
이 구비되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타당했다. 무엇보다 상류층이 아닌 경우 어른됨
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승인하는 친족 관계와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비록 제한적인 것이라고 해도 부모 돌봄이 비혼 딸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변화였다. 왜냐하면 전후 독신 여성들의
부모 돌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류층으로 갈수록 이에 규범의 영향이 강하게 남
아 있어 설사 비혼 딸이 동거하면서 부모를 돌본다고 해도 자원의 배분이나 돌봄의
방식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인돌봄이 후계나 상속과 직결
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과 친족 구성원이 돌봄에 개입했고 이들 가운데 결
혼하지 않은 딸의 지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돌봄 규범의
변화와 딸의 지위 상승은 상류층 안에서도 비혼 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변화를 끌
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짐작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
도쿄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하세가와 씨의 집은 메이지 시대 치과의사였던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하세가와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떠나서
산 적이 없다고 했다. 부모가 여러 개의 유치원과 보육원을 둔 교육재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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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토지관리회사도 경영하는 자산가라서 살아오면서 돈걱정은 해 본 기억
이 없노라고 했다. 어머니의 강권으로 양가집 딸들만 다닌다는 고등학교와 대
학교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에는 사원 연수와 관리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
사에 취직해 장기 근속했다. 적성에도 맞고 보람도 있는 일이었다. 하세가와 씨
는 유복한 집 딸로 있기보다는 직업적 경력을 추구해 온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
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나를 제대로 케
어해 줄 것 같은 남자를 못 만나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그녀는 이른바,
보존형 비혼자94)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큰 시련 없이 살아온 하세가와 씨의 인
생이 격랑에 휩쓸린 것은 어머니가 쓰러지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직장생활 경험을 살리면 어머니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큰 문제없
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조직관리 전문가인 딸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려는
어머니와의 신경전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TV앞에 앉아서 끝없이 불평을 쏟아냈고 그것을 조용히 참고 듣는 것에 한계가
왔을 때 하세가와 씨는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오래전부
터 싫어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 클리닉에서 얻은 소득이었다. 어머니는
쓰러지고 3년 반 만에 별세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는 집안의 전례대로 결혼한
남동생이 대표를 하겠거니 예상했다. 그런데 식장에서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뜸 하세가와 씨를 가리키며 “그럼 너가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장례식에서 유족대표를 맡게 되었다. 조문 온 친척들을
비롯해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심 세상이 변했구나
생각했다.
하세가와 씨는 현재 유치원 원장과 교육재단이사를 겸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연이은 부모 돌봄으로 바이탈 사인을 보고 구급차 부르
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는 도가 텄노라고 했다. 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머니 역
할을 대신하다보니 가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버지를 돌보다보니 본의
아니게 사업을 물려받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인생이 이런 식으로 전환된
것은 예상 밖이지만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고 나쁘지 않다고 했다. 【사례 Ⅴ
-2-2】 하세가와 씨, 52세 비혼여성, 1남1녀 중 장녀

94) 오구라 치카코는 계층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도 계층에 지배받는다고 지적하면서 결
혼의 형태를 생존혼, 의존혼, 보존혼으로 나누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있으면서
결혼을 생존수단으로 삼는 여성들은 생존혼, 당장의 생활은 이어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자들의 경우는 의존혼, 자립
해서 살아가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며 결혼을 통한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여성들
의 경우는 보존혼으로 분류했다(小倉千加子 2003). 연구자는 이를 원용해 결혼을 통한 삶
의 변화를 거부한 하세가와 씨를 ‘보존형’ 비혼자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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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조사에서 부모 돌봄이 비혼 여성에게 새로운 권위를 획득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
한 사례였다. 본인의 개인적 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 돌
봄을 통해 딸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려
웠다. 비혼 아들이 부모의 주돌봄자가 됐을 때 다른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돌봄에서
의 주도권이 비혼 딸이 주돌봄자가 됐을 때는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젠더 간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스코사롱에서는 상
속 절차나 상속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이 가끔 화제로 등장했다. 부모의 주돌봄자가
된 아들은 당연히 자신이 부모 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
는데, 다른 형제가 이것에 승복하지 못할 때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것이었다. 이러
한 소송에서 비혼 아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혼 아들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절차를 마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비혼 딸
이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 다른 형제가 있다면, 부모 생전에 상속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물었다.
일본의 현행 법률은 상속에서 부모 돌봄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균분상속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습적으로는 자식이 여럿인 경우 동거하던 아들에게 주택을 상속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동거하던 딸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비율은 훨씬 낮
다. 중년미혼자의 주택 실태에 관한 조사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년의 비혼자 중 부모와 별거하는 자녀보다는 동거하는 자녀가 거주용부동산 즉
주택 상속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딸보다는
아들의 주택 상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川田菜穂子･平山洋介
2007). 상속의 내용을 보더라도 남성의 경우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비율이 높고 여성
의 경우는 금융자산을 상속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荒川庄史 2003)95). 이것은
주택이 가장 큰 재산인 서민층에서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자산액이 큰 것에
비해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는 자산상속액이 적은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의 주돌봄자가 되어 상속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혼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외동딸인 경우 어차피 단속 상속이고, 다른 형제
가 있는 경우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이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혼 딸의 부모 돌봄은 가내 권위를 강화시켜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 내 딸
의 지위 하락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가족의 딸의 지위 상승의 핵심 요인은
어머니의 존재였다. 전업주부 어머니가 증가하면서 딸이 가내 노동을 면제를 받고,
어머니의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성취를 추구한 딸들이 증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
95) 이것을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는 가독상속적 이에의 상속 규범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
다(荒川庄史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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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자이며 돌봄제공자인 어머니가 사라지면서 딸에게 이 공백을 메우라는 요구
가 돌아온다. 돌봄수혜자가 된 어머니를 대신해 가내 노동과 돌봄제공의 역할을 딸
이 떠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까지 여겨지는 것이다. 부모 돌봄 국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근대가족 내의 딸의 지위 상승이라는 것이 결국 딸의 성취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취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비혼자가 주돌봄자가 된 이유로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혼 남성과 달리 비혼 여성들의 경우 “그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를 덧붙이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단지 여성이 더 감정
적으로 부모에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고령여성에 대한 돌봄의
공백과 관련된다. 남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부인이 돌봄자가 되는 것이 당연
한 일이지만, 부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주돌봄자가 되는 확률은
4분의 1정도다.96) 가족 돌봄자들 사이에서 돌봄자를 정하는 것은 가족 중 누가 제
일 무르고 착한가를 정하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된다.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책임을 떠맡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른팔을 제외한 전신이 마비
된 어머니를 돌보는 미네오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친구는 너도 끝까지 내버려두면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은데, 네
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 하지만 솔직히 이 사
람들은 내가 없으면 어머니를 그냥 죽일 거 같다. 오빠들도 그렇고, 아버지는
내가 회사 기숙사에서 살면서 가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데
리고 가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평소랑 똑같다고, 괜찮다고, 못 들은 체했
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플 때는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고 자식들은 뒷전이고
아버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아픈 것이 남의 일이다.
아버지가 너무 무심하니까 화가 나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결혼해서 나가겠다 했더니 시집갈 때 어머니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 그
얘길 엄마가 듣고 밤새 울었다. 너 시집 갈 거면 자기를 죽이고 가라고 하더라.
【사례 Ⅴ-2-3】 미네오 씨, 38세 비혼여성, 3남1녀 중 막내

미네오 씨는 연구자가 장래 계획에 대해 묻자 “나라고 걱정이 왜 안 되겠냐, 그래
도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매달 몇 만엔 용돈을 준다. 월급
아니고 진짜 용돈 수준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로 나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거

96) 남편이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생존해 있더라도 보통 남편이 연상이라서
건강이 나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돌봄 현장에서는 남편의 돌봄 거부나 방치
로 인한 고령자 여성의 돌봄 공백이 주요한 이슈가 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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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너 없으면 돈 더 주고 딴 사람 시키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할 때는 정말 이걸
왜 하고 있나 싶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미네오 씨는 단기대학을 졸업한 후 보육
원이나 초등학교의 보조교사 일을 전전하다가 어렵게 정 사원으로 취업했다. 회사
기숙사에서 살면서 밤낮없이 일했지만 회사는 2년 만에 도산했고 건강까지 나빠져
집으로 복귀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쓰러졌고 상황에 떠밀려 어머니의 주돌봄자가
되었다. 얼떨결에 시작된 돌봄이었지만 돌보는 과정에서 사이가 나빴던 어머니와 화
해하고 애정이 깊어졌다. 어머니가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게 해주는 것을 자신
의 사명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제들은 그러한 미네오 씨의 헌
신적인 태도를 빌미로 모든 돌봄과 가사를 미네오씨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네오 씨는 아버지의 폭언도 속상하지만 “취업은 안 하냐?”고 묻는 오빠들의 태도
가 더 섭섭하다고 했다. 미네오 씨의 상황은 가족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딸을 하녀
대신 부리는 집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비혼 여성이 부모의 주돌봄자가 되는 것은 노동 시장
에서의 지위 하락을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른바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들의 경우다. 포스트전후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 그룹에게
본인이 주돌봄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종래와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로 다가온다. 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자를 포기한다는 수사가 통용되
는 사회에서 결혼이나 출산과 인연이 먼 비혼 여성이 부모의 주돌봄자가 되는 것은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커밍아웃‘에 비유될 만큼 사회적 정체성의 상당한 변화
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여자를 포기하고 남자처럼 일하는 존재로 간주됐고 이것
이 명예남성으로 인정되는 근거였는데, 돌봐야 할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일한 와키 씨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공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내가 취업하고 3년 후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일에 몰두했다. 회사가 처음 뽑은 대졸여자 종합
직이어서 기대도 많이 받았고 일도 재미있었다. 그러다 내가 32살 때 어머니가
치매성 우울증으로 입원하게 되면서부터 삶이 크게 달라졌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의식되었기 때문에 회사에는 병원에 입원
한 것으로만 해두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퇴원한 후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으로
변했다. 만성수면부족으로 쉽게 넘어져 골절이 되거나, 뜻밖의 곳에서 배회하거
나, 제대로 먹지를 않아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거나, 어머니에게 이상이 생길
때마다 내가 휴가를 내고 쫓아다니면서 처리했다.
낮에는 공사중인 엘리베이터도 없는 고층 건물을 오르내리고, 집에 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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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일에서 실수가 늘고 실적이 예전에 못 미치게 된 것
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회사에 있는 그대로 ‘커밍아웃’하기가
어려웠다. 인사 평가도 걱정됐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지가
걱정되었다. 앞날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부서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케어매니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편의를 봐달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
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행정에 가
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족끼리 해결해야한다”만 되풀이
했다.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결혼한 언니가 있는데, 남편과 자영업을 한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정기검진 때는 같이 가주지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
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 5~6년이 지났다. 그 사이 어머니
는 2번 더 입원했다. 개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동료들은 “에 또야?” 이런 반응
이었고 나는 점점 더 무능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다. 어머니
상태도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 결국 여러 가지로 한계
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절대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한테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만류해 준
사람이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처음부터 회사에 커밍아웃하고 정면에서 부딪쳐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았다고 몹시 후회한다. 【사례 Ⅴ-2-4】 와키
씨, 43세 비혼 여성, 2녀 중 차녀

그런데 이 커밍아웃의 어려움은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의 문제
이기도 했다. 남자들도 회사에 자신이 주돌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그것이
‘남자에서 내려오는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숨기다가 견딜 수 없으면 퇴직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었다. 월급 사장으로 일하다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퇴직한 이
시하라 씨(60세 비혼 남성)에게 연구자가 물었다. “사장이면 그래도 시간을 마음대
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위가 높으면 퇴직까지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
었던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씨는 “조정이야
자유롭지만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달렸지요”라고 우문에 현답을 주었다.
직장 내에서 ‘일하는 엄마’가 이십여 년에 걸친 대대적인 노력을 거쳐 겨우 자리
를 잡아가고 있는데 비해 ‘부모 돌봄하는 비혼자’는 아직 개념조차 희미한 상태다.
만일 와키 씨가 부모 돌봄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했다고 해도 회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이나 배려를 받았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남자처럼 일하는 ‘여
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없는 문제가 추가된다. 여자의 경우 조직으로부터 이해
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동료들로부터의 압력이라는 숨겨진 변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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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는 정 사원으로 일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부서 내에는 파견 사원
이나 파트타이머도 있다, ‘왜 너가 일찍 집에 가냐’ 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이 벌써부터 힘들다. 이 눈총을 오래 견딜 수 없을 거 같다. 내가 일하는 곳은
원래 유급휴가 얻기가 어려운데, 개호 얘기를 꺼내고 휴가 받는 것이 이만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내에 육아중인 사람은 있어도, 개호 때문에
근무시간을 단축한 선례는 없다. 버텨보겠지만, 결국 일이냐 부모냐 양자택일을
해야 할 거 같다. 【사례 Ⅴ-2-5】 무스메사롱 참가자, 30대 중반 비혼 여성

정규직이 파견 사원이나 파트타이머와 다른 점은 업무 내용이라기보다는 잔업을
마다하지 않는 장시간 근무와 회사에 대한 충성이다. 즉 정 사원이 회사를 최우선으
로 생각하는 사원이라는 명분이 파견 사원이나 파트타이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
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은 직장에서는 정규직인 여성이 육아나 개호를
이유로 휴가를 얻거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원들 간의 알력이 발
생하기도 한다(김영 2006). 남자처럼 일 할 수 없는 여자가 남자로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여성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경력단절을 금기시하는 일본의 노동 시장에서 일단 퇴직하면 재취업이 어렵다. 또
이직을 하려고 해도 부모 돌봄을 염두에 두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 와키
씨의 경우도 퇴직 후 시간이 자유로운 자영업으로 전향했다가 어머니가 네 번째 입
원했을 때 일을 모두 그만두고 한동안 어머니 돌봄에 전념했다. 그러다 집 가까운
종합병원에 파트타이머로 재취업했다. 연수입은 7분의 1로 감소했다.
비혼 여성이 부모 돌봄자가 된다는 것은 노동 시장과 결혼 시장의 이중침체 속에
서 사회안전망이나 결혼과는 다른 인생의 선택지가 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주돌봄자가 되면 도중에 그만두기 어렵고 지속했을 때 이에 대한 제도
적 지원이나 보상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일본의 노동 시장의 상황에서
는 장기간의 부모 돌봄을 마친 후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고자 해도 자립 가능한 임
금을 얻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혼 여성 돌봄자는 부모에게 충
분한 유산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의 생활보호에 기대어 살 수 밖에 없는 처지
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 돌봄은 새로운 인생 선택이나 사회안전망이라기보다는 주변
화된 비혼 여성들을 더욱 주변으로 밀어내는 장치에 가깝다. 비혼 여성이 부모 돌봄
자가 되는 길은 문은 그려져 있지만 열어보면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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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혼 돌봄자의 고립과 친밀권의 위기
비혼 돌봄자가 다른 가족 돌봄자와 다른 점은 돌봄수혜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 없
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립된 돌봄 관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봄제공
자는 물론이고 돌봄수혜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혼자서 양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는 가족이 다 함께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현재 동거하면서 부모를 돌보고 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아버지 주돌봄자였다. 어머니 쓰러진 후 내가 퇴직하고 둘 다 개호한
다. 부모를 모두 개호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 아버지가 무거워
서 지탱하기 힘들다. 나는 허리와 팔이 아픈데, 상대도 필사적이라 너무 힘들
다. 어머니는 근막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아버지는 신장이 나빠서 주
3회 투석을 받으러 다닌다. 나는 현재 상태로는, 갑자기 부모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아르바이트 받아서 하는 정도의 일밖에 못한다. 앞으
로의 내 생활을 생각하면 일도 더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 상태로는 내가 쓰러
질 거 같다. 【사례 Ⅴ-2-6】 무스메사롱 참가자, 40대 비혼 여성

실제로 돌보던 자녀가 먼저 쓰러져 사망에 이르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노
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의 경우는 이러한 위험성이 특히 높다. 혼자서 양부모
를 동시에 돌보고 있는 60세의 소노다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 혼자 치매 노인네 둘을 집에서 돌보려니까 죽을 지경이다. 일은 몇 년 전
에 그만뒀고, 양친 모두 돌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 다른 집 노인네들은 자식이
힘들까봐 알아서 시설에 가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집 노인들은 시설을
알아보기만 해도 나랑 의절한다고 펄펄 뛴다. 자식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밤
에는 헬퍼를 부를 수도 없으니까 더 죽겠다. 오죽하면 내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서 ‘24시간 개호지원’을 내건 공민당 후보한테 표를 다 줬다. 자민당 계열에는
표를 안 넣는 것이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만큼 절박한 거다. 【사례 Ⅴ
-2-7】 소노다 씨, 60세 비혼 여성, 외동

이처럼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친밀권 내부의 압력을 높이고 학대나 방치가 일어
나기 쉬운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돌보던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른바 개호살
인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족 돌봄자끼리는 농
담 섞인 어조로 “죽이지 말고 죽지 말자”는 말로 서로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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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순조롭게 돌봄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부모 돌봄이 비혼 돌봄자의 삶에 초래
한 변화는 너무 커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인도 부모 돌봄 경험
자인 소설가 야마무라 모토키는 『르포 개호독신』(山村基毅 2014)을 통해 부모를 돌
보는 비혼자들의 이러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야마무라가 인터뷰한 비혼 돌봄자들은
대부분이 중년에 부모 돌봄자가 되었고, 일과 돌봄을 양립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딸린 가족이 없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부모 돌봄에 전
념한 사람들이다. 부모의 연금과 자신의 저축을 헐어 쓰며 부모 돌봄에만 몰두한다.
돌봄 자체도 힘들지만,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즉시 수입이 없어지고 재취직도 어려운
나이가 된다. 혼자 남아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 망연한데, 주위를 돌아보
면 아무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도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비혼 돌봄자들을 여러 명 만났고,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야마무라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부모 돌봄자 간
의 사실혼’을 제안한다. 비혼으로 부모를 돌보는 남녀가 사실혼이라는 형태로 맺어
져, 각자의 부모를 각각 돌보면서 서로 의지하라는 것이다. 연구자도 현장연구 초반
에 이와 비슷하게 ‘부모 돌봄자끼리의 결혼’을 대안으로 떠올렸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이 나오게 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의 얄팍
함은 당사자와 부딪치는 순간 여지없이 드러난다. 타바키씨와 찻집에서 면담을 마친
후 함께 귀가하면서 나눈 대화다.
연구자: 개호를 하게 돼서 못하게 된 일 중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
니까?
타바키: (잠시 생각)...해외여행하고 결혼일까나
연구자: ...
타바키: 해외여행은 개호 시작하고 2년쯤 지났을 때 너무 가고 싶어서, 아버지
쇼트스테이97)에 넣기로 하고 어머니는 언니한테 맡기고 1주일 정도 다
녀 오려고 다 예약하고 준비하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아버지가 쇼트스테이에 절대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라. 싹
싹 빌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울면서 포기했다. 여기저기 취소하고 위
약금 무는 것도 큰일이었다. 그때 마음이 꺾여서 그 다음부터는 여행
갈 엄두도 안 낸다. 결혼은 뭐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고.
연구자: 불가능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저쪽도 부모를 돌보고 있는 남
자라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 위에서의 만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타바키: ...?

97) 단기체재시설, 짧으면 2~3일, 길면 1~2개월 정도 요개호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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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가 다녀보니까 부모를 돌보는 독신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타바키: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간,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늘어난다. 난 지금
둘도 벅찬데, 그게 셋이나 넷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봐라. 당신 같으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냐?
연구자:....
【사례 Ⅴ-2-8】 타바키 씨(43세 비혼여성)와 연구자의 대화

가족 돌봄자 항목에서 ‘자녀의 배우자’가 곧 ‘처’를 의미하고 처의 부모를 돌보는
남자는 아예 개념조차 없는 성별분업사회에서 부모를 돌보는 사람끼리의 결혼을 비
혼 여성 돌봄자에게 권하는 것이 무신경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을 건네고 나서야 깨
달았다. 비혼 돌봄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기여행도 못 갈 만큼
속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고 싶다는 갈망이며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싶다는 지향에 가깝다. 발화의 초점은 결혼 그 자체보
다는 돌봄 상황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연구자가 타바키 씨에게 처지
에 어울리는 배우자 선택을 권한 것은 결과적으로 비혼 여성에 대한 오래된 모욕을
되풀이한 셈이었다. 이 타바키씨와의 대화는 비혼과 돌봄의 문제에 접근할 때 젠더
비대칭이 갖는 함의를 더 선명하게 연구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구제책이나 미봉책을 고안하는 것으로 비혼 돌봄자가 처한 고립
과 친밀권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노동과 돌봄에 스며든 가족주의적
전제와 성별분업의 젠더 질서 전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자
각도 얻었다.
결혼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면 비혼 돌봄자가 처한 고립과 친밀권의 위기를 해결하
는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친밀권을 어떤 방향에서 모색할 것인
가? 과거 도쿠후렌 여성들은 전쟁독신을 내걸고 비혼자의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해
이를 기반으로 친밀권을 구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
지 않다. 가족의 시대에는 가족이라는 확실한 범주가 있고 그것에 대칭되는 형태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하는 구도가 성립 가능했지만 가족 자체가 해체되고 있
는 포스트전후의 상황에서는 가족과 대칭되는 형태로서의 비혼자

친밀권은 형성되

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무스코사롱과 같은 돌봄을
기반으로 한 친밀권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기반으로 한 친밀권이
며 가족을 보완하는 기능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돌봄의 대상인 가족이 사라지
면 돌봄제공자에게 이 친밀권이 갖는 의미는 약화된다. 결국 비혼자의 새로운 친밀
권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가족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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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단위로 사고
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
한 대답을 부모를 돌보는 비혼 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모색할 것이다. 비혼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여성성들과의 경합을 통해 비혼됨을 재구성하고 이에 기반해 새로운
친밀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려 한다.

3. 돌봄의 공론장을 통해 본 여성성의 경합과 비혼됨의 역동
1)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공론장: <무스메사롱>의 사례
본래는 가족 돌봄자 모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알라딘이 직접 무스메사롱98)을
만들게 된 것은 단체의 상담전화 창구로 부모를 돌보는 비혼 딸들의 전화가 부쩍
증가한 것이 계기였다.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존의 가족 돌봄자 모임에서는 수용하
기 어려운 이들 비혼 돌봄자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2010년에 먼저 무스메사롱을
만들고, 몇 달 후 무스코사롱을 만들었다.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모임을 내건 무스
메사롱은 처음 출발했을 때는 비혼 여성 참가자가 중심이 되어 서너 명이 찻집에서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단출한 형태였다. 모임의 내용도 운영진이 상담자가 되어 참
가자의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때가 많았다. 초
창기 참가자인 와키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건설회사를 퇴직한 후 친구와 동업으로 창업을 했다. 사업도 순조롭지 않았
고 시간적으로도 기대한 만큼 여유가 없었다. 결국 어머니가 네 번째 입원했을
때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일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
다. 더 이상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케어매니저나 관청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었다. 장래 일은 생각 말고 부모 돌보느라 이렇게 됐다를 내걸
고 살아주자 싶었다. 오기와 울분에 차서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던 때였다. 그
때 무스메사롱을 알게 됐다. 처음엔 남한테 하소연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몇
번을 망설이다 나왔는데, 막상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났구나 싶으니까, 운
영진을 붙잡고 눈물을 쏟은 적도 여러 번이었다. 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나만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왔는데, 나까마(仲間: 동료)가 생기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안심도 되고,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98) 무스메(娘)는 딸을 의미하는 일본어. 무스메사롱은 2010년 5월부터 시작됐으며 2015년 9
월 현재도 활동 중인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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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있게 생각됐다. 덕분에 어떻게든 다시 일도 하고 인생을 꾸려갈 마음이
생겼다. 【사례 Ⅴ-3-1】 와키 씨, 43세 비혼여성

와키 씨에 따르면 당시의 무스메사롱에는 참가자가 본인 한 사람밖에 없던 날도
있었다고 했다. 초기에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간의 친밀권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스메사롱의 분위기가 변한 것은 2012년 4월 모임 장소를 옮기면
서부터였다. 알라딘은 과거 마을공동체의 면대 면 공론장으로서의 ‘우물터’를 재현
한다는 취지로 <케어러즈카페>99)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카페는 낮에는 간단한 식
사와 차를 팔면서 누구나 가볍게 들를 수 있게 했고, 저녁과 주말에는 돌봄과 관련
된 강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모임을 개최했다. 카페가 위치한 곳은 역 부근의 주민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1층 건물이었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이 들여다보이는 구
조인데다 맞은편에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카페에 대한 소문은 금세 지역사회로
퍼졌다. 지역의 노인돌봄과 관련된 사람들이 카페로 모여들고 무스메사롱에도 참가
자가 늘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카페가 개설된 다음 달인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어러즈카
페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무스메사롱을 중점적으로 참여관찰하고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총 16회 차에 걸친
모임의 참가 연인원은 143명, 총 참가자는 58명, 회당 참가자는 8.9명이었다. 참가
자들의 평균 연령은 대략 50세 전후였으며 기혼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
다.100) 무스메사롱 참가자 중 최연소는 28세, 최고령은 72세로 나타나 부모를 돌보
는 딸이 전 연령대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참가자의 구성을 보면 총
참가자 58명 중에서 3회 이상 참가한 사람이 18명이었다. 즉 40명은 1회 혹은 2회
참가에 그치고 있었다. 이것은 보통 가족 돌봄자 모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
이었다. 대개 가족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사정을 아는 사람들 간의 자조 모임의 성격
을 띠고 운영되며 총 참가자의 규모는 적게는 10명, 많아도 20명 안팎이었다. 무스
코사롱의 경우도 총 참가자는 19명이었다. 이것은 무스메사롱이 지역사회에 알려지
고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딸들이 몰려들어서 생긴 이례적인 현
상이었다.
그런데 이렇듯 들고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도 모임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3회
이상 참가한 18명이었다. 18명 중 12명이 비혼 여성이었다. 이 그룹에 속한 이들은
평소에도 케어러즈카페를 자주 방문하고 운영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카페의
99) 공식명칭은 <Carer’s cafe & dining アラジン>, http://cafearajin.com/
100) 이름과 사는 지역 이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모임인데다 신규참가자가 많은 모
임의 특성상 모든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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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무스메사롱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견
을 개진하는 그룹이었다.
【표 Ⅴ-3-1】 무스메사롱 3회 이상 참가자 중 비혼 여성 12명의 신상정보

생년

이노우에 28세

형제

남(비혼)1

학력

4년제졸

결혼

취업

취업

돌봄

돌봄

이력

이력

현황

이력

형태

無

보육사

정규직

모1년

동거

모6년

동거

6년
38

남(비혼)3

단대

無

쿠마시로 45

남(기혼)1

단대+

無

미네오

보조교사+

무직

회사원8년
전문대

타바키

42

여(기혼)1

단대졸

회사원

부2년
무직

모4년

동거

무직

부/모

동거

10년
無

회사원
17년

와키

43

여(기혼)1

4년제졸

無

회사원

4년
비정규직 모12년

동거

16년

시노부

43

남(비혼)1

4년제졸

無

회사원

정규직

모5년

15년

원거리
별거

쿠로츠

40

無

고졸

無

無

무직

모4년

동거

메구미

42

無

고졸

無

회사원

정규직

모6년

동거

자영업

모3년

동거

20년

미카미

43

여(기혼)1

석사졸

無

남(기혼)1

츠지

51

남(비혼)1

태국
장기체류

단대졸

無

회사원

비정규직 모6년

모시설

부3년

부동거

비정규직 모9년

모시설

20년

미즈노

47

남(비혼)1

고졸

사별

회사원
25년

부5년 ,부근거
리별거

카키지마 53

남(기혼)1

4년제졸

이혼

회사원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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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모4년

근거리
시설

【표 Ⅴ-3-1】은 3회 이상 참가자 중 비혼 여성 참가자 12명의 기본적인 신상정보
다. 연령상으로는 40대가 중심이었고 이들에게는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다. 12명 중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사람은 4명이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돌보고 있는 부모가 아닌 다른 쪽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하는 사람이 3명이었다. 직업 이력을 보면 12명 중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는 3명인데, 그 중 경제적으로도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메구미 씨를 제외한 2
명은 부모 돌봄을 위한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다. 시노부 씨는 1년간의
개호휴직101)을 마치고 최근에 직장에 복귀한 상태였고 이노우에 씨는 부모 돌봄과
직업을 병행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보육사 일을 그만두고 일반사무직으로
전직을 한 상태였다.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3명의 내역을 보면 돌봄 상황에 따라 취
업형태가 제한을 받고 있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머니를 돌보는 와키 씨는
건설회사 정규직에서 퇴직해 집 근처의 종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돌본 츠지 씨는 오랫동안 무직으로 있다가 어머니가 시
설로 옮긴 후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취업하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별거하면서
부모를 돌본 미즈노 씨는 풀타임의 계약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거 돌봄
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실
제로 무직으로 분류한 5명 중 적응장애로 애초에 노동 시장에 나가지 않은 쿠로츠
씨와 조기 은퇴한 카키지마 씨를 제외한 3명은 모두 부모 돌봄이 시작된 시점에 잠
시 휴직하고 있었으나 부모 돌봄자가 되면서 무직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경우였다. 3
명 모두 다시 일하기 원하고 부모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
었다. 이들이 새롭게 진입하려는 직업은 헬퍼나 마사지사 등 노인돌봄에 관련된 업
종이 많았다.
12명 중 시노부 씨와 메구미 씨를 제외한 10명과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이혼 이
력이 있는 카키지마 씨를 제외한 모두가 기회가 된다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
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을 현실적인 장래 대비책이나 노후 대책으로 예상하는 사람
은 없었다. 때문에 돌봄의 책임과 자신의 장래를 위한 대비를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
가가 이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임 안에 개인적으로 연락
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와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스
메사롱에 관한 소식과 돌봄과 관련한 정보나 일상을 부지런히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와키 씨의 페이스북은 이들 중 일부가 서로 연락하고 교감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었
101)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요개호 상태에 있는 가족 1인 당 1회, 통산
93일까지 휴업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시노부 씨가 근무한 회사의 개호휴업제도는
1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 연속해서 개호휴업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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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하는 동안 무스메사롱의 참자가는 계속 증가하고 유입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주요하게 다음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첫째는 케어러즈카페의 장소 접근성이 좋았던 탓에 지역주민의 참가 늘어난 것이다,
둘째는 카페가 미디어의 관심을 모으면서 무스메사롱도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유입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무스메사롱이라는 모임
의 명칭이 주는 효과를 꼽을 수 있다. 다양한 경로로 모여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무스메(딸)’라는 단어에 이끌려서 왔노라고 했다. 가족이 아니라 ‘딸’을 내세운 모임
의 명칭이 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다.102) 1~2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왔다는 사
람이 보통이었고 가장 멀게는 후쿠시마나 오사카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한편 모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스메사롱의 매회 모임에서는 돌봄의 분배와 젠더
불공정, 모성과 좋은 돌봄이라는 규범의 압력, 일과 돌봄의 양립 문제 등 돌봄과 여
성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제들이 두루 등장했다. 이를 둘러싸고 참가자들은 세대(世
代)와 결혼 여부, 취업 여부에 따라 다양한 입장으로 나뉘어 경합과 협상을 거듭했
다. 이러한 논의에서 운영진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모임의 공간적 특성, 참여 주체의 구성, 모임의 내용
과 진행 방식 등에 근거해 보았을 때 연구자가 참관한 기간의 무스메사롱은 비혼
여성들의 친밀권에 기혼 여성 참가자들이 유입되면서 부모 돌봄을 둘러싼 딸들의
공론장의 성격을 띠게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론장으로서 무스메사롱의 성격
을 강화시킨 다른 축은 외곽 그룹의 존재였다. 이 그룹은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로 구
성된 스탭들과 연구자와 미디어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관찰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모임에 대한 촬영과 녹취는 금지되었지만, 사전 허가를 얻으면 모임을 참관할 수 있
었고 기록과 보도는 허용되었다. 외곽 그룹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매체를 활
용해 무스메사롱의 존재를 확산하고 여론화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많을 때는 참
가자, 운영진, 외곽 그룹이 더해져 30명 가까운 인원이 모이는 성황을 이루기도 했
다.
모임은 인원이 많은데다 매번 새로운 참가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 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았다. 소개를 마친 후 정해진 주제 없이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의 관심
이 쏠리는 화제를 택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화제는 그날 모임의 분
위기에 따라 기저귀를 가는 법과 같은 개호기술에서부터 정부의 노인돌봄 정책과
일본의 가족문화에 대한 비판까지 전방위로 펼쳐졌다. 사회자의 역할은 지나치게 치
102)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 돌봄자 모임에서 ‘남성’을 내건 모임은 행정의 후원을 받아 눈
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나 ‘딸’을 내건 모임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가족 돌봄자
=여성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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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친 의견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참가자를 적당히 저지하는 것과 대화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 정도였다. 매번 모임에는 알라딘의 대표인 마키노 씨가 배석
해 자문 역할을 했다. 모임의 예정 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마치고 난 후에 그대로 돌
아가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대로 옆 사람과 대화에 몰두하거나 눈여겨 본 참가자를
찾아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따로 만날 약속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 운영진에
게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미디어의 취재에 응하기도 했다. 대개 1시간 넘게 이어지
는 이러한 교류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참가자가 귀가하면 운영진과 자원봉사자가 그
날 모임의 진행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도 이 자리에 참석
을 허락받았고 나중에는 발언권을 얻어 운영 방식이나 참가자에 대해 코멘트를 하
기도 했다.

2) 분배의 불공정과 딸들의 고통: 말하는 것과 말하기 어려운 것
현장조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노인돌봄과 관련된 새로운 일본어를 익히느라 쩔쩔
맸다. 용어자체도 낯선데다 줄임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시하는 대상
이 무엇인지 즉석에서 알아채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전문용어나 업계용
어에 막힘이 없게 되고 난 후에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몇몇 어휘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각오’였다. 처음 귀에 걸린 것은 어느 돌봄 관련 강연회에서
발표자가 사용한 ‘가족의 각오’라는 표현이었다. 가족과 각오라는 단어의 조합이 이
질적이라서 인상에 남았다. 그런데 일단 귀에 들어오고 나니까 무스메사롱에도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에 개호자로 각오가 생겼다”고 말하
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모임 후의 평가회에서 운영진끼리 “**씨는 요전번에 보니
까 각오가 선 것 같았다”는 식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귀에 들어왔다. 연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각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돌봄자의 어떤 상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스
스로는 깨우치기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와 이야기
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연구자가 각오라는 단어 선택의 맥락을 알기 어렵다고 털어
놓자 상대는 명쾌하게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부모 돌봄은 강제노동인 경우
가 많다. 그래서 각오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마도 강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는 것이었다. 상대의 입에서 ‘강제노동’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납득되었다.
강제노동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무스메사롱 참가자의 대부분은 부모 돌봄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다. 자녀가 부모 돌봄을 피하는 사회적으로 용
인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최선의 방법은 내가 아닌 가족 중 다른 누군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인 이유는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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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림책 작
가로 유명한 사노 요코(2010)는 『나의 엄마 시즈코상』이라는 수필집에서 자신이 왜
어머니에게 애정이 없으며 인간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가를 평생에 걸쳐 이야기
한다. 책속에서 어머니가 말년에 치매에 걸렸을 때 시설에 맡긴 일을 두고 “나는 돈
으로 어머니를 버린 것이다”라고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은 버렸다
고 표현했지만, 사노 씨가 어머니를 입소시킨 시설은 입소비용만 수 천만 엔이 들고
매달 40만 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자녀에게는 그런 방
식으로 부모를 버리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최선도 차선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자녀는
스스로 부모 돌봄자가 된다는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부터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
려 다지게 된 각오는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특히 형제가 있는 경우 마음 한 구석
에는 늘 자신이 주돌봄자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잠재해 있다. 때문에 무스메사롱에
서 가장 자주 등장한 사연과 화제는 ‘왜 나인가’였다.
결혼한 딸이 부모 돌봄에 관여하는 양상은 주거형태에 따라 크게 (준)동거 돌봄과
별거 돌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동거 돌봄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이나 관계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었다. 동거 기간, 동거하는 가족의 구성, 동거형태에서 개인별
차이가 컸다. 결혼 후 계속 부모와 동거해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거하다가 도중
동거한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자립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동거한 사람
도 있었다. 가족 구성면에서 보면, 양친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와 어느 한쪽만인 경
우로 나눌 수 있고, 딸의 남편이 동거하는 경우와 단신부임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도
있었다.103) 여기에 딸의 자녀 유무를 더하면 가족 구성은 유형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했다. 이렇게 동거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기혼 딸은 30명이 약간 넘는 기혼 여
성 참가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결혼한 딸이 부모 돌봄자가 되는 일반적인 경
로를 추출하기에는 자료의 제약이 있지만, 동거가 부모 돌봄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조건이며 결혼한 딸이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주돌봄자는 일단 정해지면 도중에 변경하기 어렵고, 노인돌봄의 부담은 시간이 갈
수록 증가하고 주돌봄자에게 집중된다. 동거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기혼 딸들은 다른
형제들이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관심한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특
히 남자 형제는 주돌봄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자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것은 아들이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 여자 형제가 취하는 태도와 대
조되는 점이다. 남자 형제가 부모의 주돌봄자일 때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 여성은 찾
아보기 어렵다. 이것을 간섭이라고 여겨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들
103)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비혼 딸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기혼 딸로 분류했다.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으면 기혼 딸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비혼 딸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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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자에게 여자 형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다. 그러나 딸이 주돌봄자인 경우 남자
형제는 이를 일종의 ‘업무 분담’으로 여기고 돌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유지에
도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아들 때문에 상심하는 부모를 달래야 하는 감정노동
은 딸들을 가장 화나고 힘들게 하는 일 중 하나다. 이 상태를 흔들고 싶을 때 딸이
꺼내드는 것이 ‘장남’이라는 전통 규범이었다. 98세의 어머니와 동거중인 참가자는
연락도 뜸한 남자 형제에게 “너는 장남 아니냐”는 말로 돌봄의 분담을 요구했다. 그
러나 상대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한마디로 물리쳤다고 한다. 장남이 부
모 돌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범은 현재는 사사타니 하루미가 지적한
것처럼 장남에게 내면화된 규범이 아니라 장남이 아닌 다른 형제가 돌봄의 책임으
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꺼내 드는 일시적 규범이 되었다(笹谷春美 2008).
기혼 딸이 별거하는 부모를 돌보는 경우, 부모는 고령자만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대부분이었으나 비혼 아들과 동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모의 주거지는 수도권이 많
았지만 시즈오카나 야마나시처럼 당일로 오가기 빠듯한 곳도 있었고 가장 멀게는
규슈의 구마모토도 있었다. 1년째 월 2회 비행기로 도쿄와 구마모토를 오가고 있다
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와 같은 원거리 돌봄은 막대한 교통비 부담이 추가된다. 자
립해서 살고 있던 부모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모의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는 고령자만의 세대가 증가하면서 노
인돌봄의 중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 순번을 정하거나 역
할을 나눠 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돌봄자를 두지 않는 이
런 방식의 분담은 결국 떠맡는 자식이 하나로 정해지게 되고 대개 딸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남자 형제들의 무관심 혹은 수동적인 태도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주
된 요인이다. 그때 딸의 입장에서는 남자 형제의 부인, 즉 며느리라도 대신 나서주
기를 바라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며느리가 정말로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그러나 이 비난에는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없다. 무스메
사롱에서도 며느리를 향한 푸념은 몇 차례 나왔지만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조용히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자녀 세대의 돌봄에서 며느리가 감소하면서 이 공백을 아들이 메우는 사
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 특히 어머니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
황일 때 성별은 여전히 아들이 돌봄 책임을 피하는 강력한 구실이 된다. 여기에 소
득이 낮은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해야 한다는 생산성이나 합리성의 척도가
도입되면, 부모 돌봄에는 딸이 더 적합하고 돌봄은 여자의 몫이라는 성별분업의 논
리가 완벽하게 가동된다. 이것은 비혼 여성이 얽혀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노우에 씨(28세, 비혼 여성)는 도쿄에서 회사원인 오빠와 자취를 하며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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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일했다. 어느 날 나가노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 챘다. 즉시 병원에 긴급입원할 수 있도록 수배를 하고
오빠와 함께 나가노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목숨은 건졌지만 뇌손상으로 인지능
력이 떨어지고 실어증세를 보였으며 보행도 부자유하게 되었다. 친척들은 이노
우에 씨에게 도쿄로 가지 말고 나가노에서 직장을 찾으라고 권했다. 몇 달 전
에 퇴직한 아버지도 이노우에 씨가 돌아와 주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도쿄에서
인생을 계획해 온 이노우에 씨로서는 순순히 이에 따를 수 없었다. 오빠와 의
논했다. 오빠는 우선 아버지는 남자라서 여자인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기 어렵
고 엄마도 ‘여자끼리’를 편하게 여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은 도쿄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이노우에 씨가 하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
다는 점을 들어, 이노우에 씨에게 나가노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매일 통화할
정도로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여자끼리’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
만 ‘어디서든 상관없다’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노우에 씨는 아버지를 나가노
에 남겨 둔 채 어머니를 데리고 상경하는 길을 택했다. 【사례 Ⅴ-3-2】 이노우
에 씨, 28세 비혼 여성, 1남1녀

부모 돌봄을 둘러싼 아들과 딸의 갈등은 치열하다. 누가 돌봄에 더 적합한 자식인
가를 둘러싸고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담론이 동원된다. 이노우에 씨의 오빠는 ‘여자
끼리’를 강조했지만 돌봄의 대상이 아버지인 경우에도 ‘여자인 네가’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될 때가 많다. 한편 부모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시간적 여유가 있
는 쪽이 돌봄의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합리성이나 효율성의 논리도 아들과
딸 간의 돌봄 분배에서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시노부 씨(41세, 비혼 여성)는 IT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다. 이와테 출신으
로 고향에는 부모와 비혼인 오빠가 산다. 시노부 씨의 어머니는 5년 전 뇌경색
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었고 최근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아 인공항문을 장착
했다. 어머니의 주돌봄자는 아버지다. 동거하는 오빠는 본인 식비와 인터넷 요
금만 내놓을 뿐 돌봄에 필요한 용역도 비용도 내놓기를 거부했다. 아버지가 가
사와 돌봄을 모두 떠안은 채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1년 동일본대
지진으로 이와테가 크게 흔들렸다. 시노부 씨 가족은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
았지만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대장암 수
술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건강도 나빠졌다. 시노부 씨는 1년간 개호휴직을
신청해 이와테로 돌아갔다. 1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오빠를 설득하려고 가
족 상담도 받았다. 그러나 오빠는 “왜 돌아왔냐”며 화를 내고 “내가 안 할 거
니까 너도 아무것도 하지마라”며 여동생을 윽박질렀다. 오빠를 설득하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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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패했고 1년이 지났다. 부모를 그대로 둔 채 복귀할 수 없어 퇴직을 고
민하고 있을 때 “너는 돌아가라”며 등을 떠민 것은 어머니였다. 부모집 거실에
스카이프를 설치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화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일단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상태로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례 Ⅴ-3-3】
시노부 씨, 41세 비혼 여성, 1남1녀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 아들의 돌봄 거부는 기혼 딸에게도 큰 문제였다. 당뇨로 눈
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돌보는 어느 기혼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다. 매일 출근하기 전
에 어머니에게 들러 혈당체크를 하고, 약 먹이고, 주사 놓고, 식사를 차려주고, 출근
해서 일하고, 퇴근길에 장을 봐와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챙기
고, 자신의 집응로 귀가한다. 이렇게 자기집, 어머니집, 직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생
활을 몇 달 동안 계속했다. 체력적으로 한계라고 생각해서 어머니와 동거하는 비혼
남동생에게 아침만이라도 거들라고 요청했다. 남동생의 대답은 “네가 쓰러지면 내가
한다”였다. 이처럼 돌봄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남자들의 사례는 무스메사롱에 끊
임없이 등장했다.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분개와 한탄은 종종 남자의 심리분석이나
정신분석으로 이어졌고 “형제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으로 비약하기도 했
다.
한편 이처럼 아들에게 부모 돌봄을 분담시키기 위해 격투를 벌이는 딸들이 있는
가 하면 비혼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주돌봄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기혼 형제에
대해 불만과 두려움도 컸다.
최근에 어머니 돌봄을 마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쿠
마시로 씨(45세, 비혼 여성)는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몹
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대로 집에 있으면 어머니 때처럼 자신이 자연스럽
게 주돌봄자가 될 것 같아서 집을 나가고 싶지만 당장은 직업도 없는데다 정신
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마지막
으로 “결혼하게 되면 좋겠다”고,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당사자로서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타개책이었겠지만 무스메
사롱에서는 전례 없는 발언이었다. 실내는 잠시 얼어붙었고, 누군가 농담으로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쿠마시로 씨는 "별로 농담으로 한 이야기 아니고, 진심"
임을 강조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그날 처음 참석한 50세 전후
의 참가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이 개호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
의 말씀이다. 바람이나 안 피우면 다행이다”라는 말로 끼어들었다. 이어서 자신
이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워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
을 털어놓았다. 분위기는 단숨에 고조되고 활기를 띠었다. 부모 돌봄과 결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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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병행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결혼한다고 해
서 부모 돌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사례 Ⅴ
-3-4】 쿠마시로 씨의 일화, 45세 비혼여성, 1남1녀

현장조사에서 남편이 친정부모를 돌보는 부인을 위해 가사를 전담하거나 돌봄을
분담하는 예는 보지 못했다. 가장 관대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경우였고 최
악의 남편이 부인이 친정부모를 돌보는 동안 외도를 한 경우였다. 남편이 부모의 주
돌봄자가 되었을 때 아내는 스스로를 돌봄자로 칭하지 않을 뿐이지 가사를 비롯해
남편의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돌봄을 하는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돌봄자가
딸려 있는 것이다”(平山亮 2014). 하지만 반대로 부인이 친정부모의 주돌봄자가 되
는 경우 남편이 가사를 맡아준다거나 돌봄을 분담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 애초에
기혼 여성들은 이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바람이나 안 피우면 다행”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체념이 담겨 있다. 또 기혼 여성의 부모 돌봄을 다룰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며느리의 부모 돌봄 규범은 약화된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며
느리 돌봄자는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노인돌봄의 주요한 자원이다. 무스메사롱
에도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참가자가 있었다. 이처럼 부모 돌봄에서
나타나는 젠더 간 비대칭과 불공정은 기혼 여성에게서 극대화 되어 나타난다. 남편
의 외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쿠마시로 씨의 일화는 젠더만큼이나 부모 돌봄의 분배에서 중요
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결혼 여부가 어떻게 무스메사롱이라는 공론장에 오르지 못하
고 미끄러지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상대를 소개해 달라”는 장에 어울
리지 않는 요청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쿠마시로 씨가 애초에 제기한 문
제는 기혼 자녀와 비혼 자녀 간의 돌봄의 분배에서의 불공정, 특히 비혼 딸에게 모
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기혼 형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따라서 맥락으로 볼 때 “결혼
하면 좋겠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자신도 기혼자가 됨으로써 분배의 불공
정을 시정하고 싶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 돌봄에서 벗어나고 싶
다’고 한 것처럼 초점이 빗나가면서 결혼해도 부모 돌봄은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전개가 된 것이다.
결혼 여부에 따른 부모 돌봄의 분배에서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는 매번 이런 방식
으로 논의에서 미끄러졌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결혼한 언니를 부르는 것을 꺼리고
모든 것을 나한테만 의지하려고 들어서 화가 난다. 딸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비
혼 여성이 불만을 터뜨리면 “그건 어머니가 당신을 더 편하고 가깝게 여겨서 아니
겠냐”고 무마되는 식이었다. 이처럼 기혼 자녀와 비혼 자녀 간의 부모 돌봄의 분배
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은 기혼 여성은 말하기를 피하고, 비혼 여성은 제대로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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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대표적인 화제였다. 무스메사롱 참가자 중 비혼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
고 비혼이라는 이유로 부모 돌봄에 더 적합한 자녀로 간주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가 성립되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기혼 여성 참가자 중 비혼의 여자
형제가 있다고 밝힌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약간의 추측
을 더하면 기혼 여성 참가자의 대부분은 만약 비혼의 여자 형제가 있었다면 무스메
사롱에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었다. 즉 이들에게는 비혼 딸이 부모 돌봄의 분배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것 자체가 논의 대상은 아닌 것
이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 내어 말하기 어려운 진심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규범
의 근저에는 비혼 여성을 ‘돌봄하지 않는 여자’로 간주하는 시선이 존재하고 그것은
결국 여자가 돌봄에 더 적합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젠더 규범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비혼 딸에 대한 돌봄 압력은 암묵적으로 행사된다.
와키 씨의 언니도

타바키 씨의 언니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지 비혼인 동

생에게 ‘너가 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압력에 대해 비혼 딸이 비혼 아들과 같
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혼 아들의 돌봄 거부는 ‘남자니까’라는
이유로 용인되지만 ‘여자인’ 비혼 딸이 그러한 방식으로 돌봄을 거부하는 것은 친자
규범뿐 아니라 젠더 규범까지 동시에 위반하는 일이 되며 가족과 의절을 각오하지
않는 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이렇듯 비혼 딸을 부모 돌봄의 최적합자로 만드는 바탕에는 여자의 삶을 살라는
규범적 압력이 실려 있으며, 이것은 여자로서의 삶에서 돌봄을 우선하라는 강조된
여성성의 억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압력이 관철되는 것은 헤게
모니적 남성성의 질서에서 여자가 돌봄하는 존재라는 성별분업의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넬이 지적한 것처럼 강조된 여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의 관계에서
피지배적 관계를 수용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즉 강조된 여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과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강조된 여성성을 실천
함으로써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강조된 여성성은 한편으로는 ‘여성다
움’을 둘러싼 위계 경쟁을 통해 다른 여성성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혼 여성에게 돌봄자로서의 적합성을 끌어내는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를 받는 강조된 여성성이 다른 여성성들에 억압을 이양하
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영향력은 재생산되고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비혼 여성들이 보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는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비혼 딸 돌봄자들이 자신들의 불만과 억울함에 대해 공론
화할 언어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혼 참가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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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결혼 안 한 내 탓’으로 돌리거나 ‘개인적인 불운’으로
체념하고 있을 뿐 사회집단으로서의 비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하지 않았다. 때문에 불공정한 분배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한다는 개인적
대처 이외의 다른 수단을 떠올리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무스메사롱이라는 공론장에
서의 반복적인 ‘미끄러짐’의 경험은 부모의 주돌봄자가 된 비혼 여성들에게 자신들
의 사회적 위치를 언어화하고 발신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
해 주었다.

3) 상실과 억압 경험의 공유와 친밀권의 모색
부모 돌봄은 강제노동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가 사라진 시대에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애정과 책임이 없다면 자녀를 돌봄자로 호명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
다. 흔히 아들은 책임감 때문에 부모를 돌보고 딸의 경우는 애정이라는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자녀 돌봄자의 의식에서 애정과 책
임을 둘러싸고 뚜렷한 성차가 나타난다는 믿을만한 연구결과는 없다. 여성다움과 남
성다움의 이상에 걸맞은 방식으로 이러한 상식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성차는 오히려 돌보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나타난다. 돌보는 대상이 아버지일 때
와 어머니일 때 돌봄자인 자녀의 태도가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돌
보는 상대가 어머니일 때는 돌봄수혜자가 모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돌봄수혜자
인 아버지에게 부성을 기대하는 자녀는 없다. 그러나 자녀가 어머니에게 갖는 모성
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못한다. 어머니의 변화가 너무 큰 것이다. 돌봄수
혜자가 된 어머니는 야무지게 살림 하고 늘 가족을 보살피는 입장에 있던 그런 어
머니가 아니다. 가사능력이 없어지고, 감정적으로도 모질고 사나워지는 경우가 많
다. 모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의 변화는 자식으로서 더 받아들
이기 힘든 일이 된다. 혼자서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쿠미하라 씨는 어머니를 지켜보
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키우던 개가 다 죽어가는데, 나는 안타까워죽겠는데,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어

떤 감정적 동요도 없다.....진짜 좋은 엄마였는데... 이제는 나랑 공감이 전혀 안
된다. 파트타임 일하러 나가면서 엄마 밥 차려놓고 꼭 먹으라고 메모도 붙여놓
고 가는데, 갔다 오면 그대로 썩고 있다...내가 뭘 해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할
까...“오늘 날씨가 좋네” 하고 말을 걸면 “시끄러워!”로 받는다. 병자니까 그러
려니 하면서도 몹시 상처받는다. 【사례 Ⅴ-3-5】 쿠미하라 씨, 52세 비혼여성,

-208-

1녀1남

모성이 없는 어머니에 대해 당황하는 것은 아들과 딸이 동일하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변화가 자기 탓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비해 딸은 자신이
좋은 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 좌절을 겪기도 한다. 그 때문에 딸들
중에는 ‘과잉 돌봄’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어머니에게 헌신하는 경우도 있다. 아
들 돌봄자로부터 “엄마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나도 하려고 했다”와 같은 말은 들어보
지 못했다. 하지만 딸 돌봄자가 모인 곳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서사였다. 그러나 “엄
마가 나한테 해준 대로 돌보겠다”는 계획은 “내가 어떻게 해도 엄마 마음에 안 들
기 때문에” 좌절로 끝나기 십상이었다.
돌봄 상황에서 모녀 관계의 뒤틀림은 딸이 모성에 대해 느끼는 부채의식과 이것
을 어머니가 딸을 지배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녀 관계의 일반적 특성으로 본질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도쿠후렌 여성들의 어
머니 돌봄에서 이런 갈등을 호소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전 세대의
어머니들에게는 딸에게 의존하면서 딸을 지배한다는 발상이 없었다. 오히려 친자갈
등의 주된 영역은 아들을 둘러싼 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갈등이었다. 딸에게 집
착하는 어머니는 근대가족의 모성과 딸의 지위 상승을 배경으로 나타난 포스트전후
의 새로운 현상이다.
전후 일본에서 모성은 비교불가능하고 대체불가능한 것으로 신화화 되었고 여성
들은 이를 내면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이 더 이상 이 신화의 담지자가 되는 것이 불
가능한 상황은 신화의 해체를 요구한다. ‘어머니도 결함이 있는 인간이었다’는 딸이
자각해야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어머니도 인정해야 하는 억압인 것이
다. 그러나 신화의 자리에서 내려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다.
게다가 모성과 짝을 이루는 착한 딸이라는 젠더 규범이 이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딸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이가 나빴던 모녀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드문 반면, 사이가 좋았던 모녀 관계가 붕괴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된
다. 이것은 돌보는 상대가 아버지일 때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모리즈미 씨(50세 비혼 여성)의 어머니는 “나는 너를 맛있는 것만 먹여서 키
웠다”가 입버릇이었다. 미식이 취미였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모리즈미 씨를 고
급 음식점에 데리고 다녔고 모녀 동반으로 고가의 해외여행도 수차례 했다. 사
이가 좋은 모녀였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모리즈미 씨는 어머니를 돕기 위
해 출장이 잦은 정 사원에서 물러나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아버지가 작고한 후
이번에는 어머니가 쓰러져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모리즈미 씨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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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동생이 있었지만 문병
오는 손님일 뿐 돌봄을 거들 생각도 없었고 어머니도 바라지 않았다.
집에서 혼자 어머니를 돌보던 중 모리즈미 씨가 암에 걸렸다. 수술을 받기
위해 어머니와 동반 입원을 했고 수술을 마친 후 재택돌봄은 더 이상 무리라고
판단해서 어머니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다. 어머니는 “왜 나를 이런
데 두느냐”고 화를 냈다. 사정을 설명해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만 반
복했다. 1년 넘게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씩 병원을 드나들며 돌봤다. 하지만
어머니의 노여움은 누그러들지 않았다. 어느 날 문병 온 어머니 친구를 배웅하
다가 전해 들은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친구에게 “오바스테야
마104)가 지금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모리즈미 씨와의 면담은 어머니가 작고한 몇 달 후 그녀의 집에서 이루어졌
다. 거실에는 부모의 사진이 걸린 불단이 있었다. 모리즈미 씨는 연구자가 선물
로 들고 간 과일을 불단 위에 올려놓고 연구자를 소개했다. 면담은 거실에서
진행되었다. 모리즈미 씨는 오바스테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멈추고
어머니 사진을 올려다 보았다. 침묵이 길어져 연구자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좋은 딸이었다고 생각하실 거다”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모리즈미 씨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51%의 확률로”라고 답하며 어머니 사진을 향해 “그렇지 엄
마? 그 정도로 참아줘”라고 중얼거렸다. 【사례 Ⅴ-3-6】 모리즈미 씨, 50세 비
혼여성, 1녀1남

자식에게 부모의 죽음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아니다. 결별에서 부모의
‘고맙다’가 누락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모리즈미 씨 어머니가 죽기 전에 딸에게 ‘고
맙다’ 혹은 ‘좋은 딸이었다’고 말해 주었다면 모리즈미 씨가 느끼는 죄책감은 한결
줄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감사와 인정은 자녀 돌봄자에게 최대의 보상이다. 부
모 돌봄을 마친 자녀들과 면담할 때, 돌보던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것을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한 최대의 평가
로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 부여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으면, 특히 딸의 경우는, 모리즈미 씨처럼 부모 사후에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
게 된다.
돌봄수혜자 중에서 어머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였다. 돌봄수혜자가 무력하고
수동적이라는 이야기는 무스메사롱에 참가한 딸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머니에게
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야기 속의 어머니들은 모두 자녀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자
녀를 속박하는데 능숙한 전략가들이었다. 이러한 어머니에 대해 거리낌 없이 불평하

104) 노인을 갖다 버리는 산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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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흉보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딸들이 무스메사롱에 오는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부
모를 돌보는 딸이라는 동일한 입장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부정당하지 않을 것
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그것이 참가자들의 여과 없는 발언을 촉발했다. 누군가
“그 순간 정말로 한 대 후려치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함께 웃을 수 있
는 것은 동일한 고통을 안고 있다는 공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심리학에서는 모녀 관계의 속박이 딸이 결혼하고 어머니가 되면 완화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한 논리에서 보면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이 어머니와 맺는 관
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무스메사롱의 참가자들을 통해 볼 때 어머니
와 딸의 관계가 딸의 결혼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쌍계화(bilateralization)와 친자녀의 부모 돌봄 규범의 강화는 여성에게 결혼
이 갖는 출생가족과 단절하는 통과의례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
다.
한편 참가자들이 쏟아내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언어에는 인정 욕구와 인정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초조가 느껴질 때가 많았다. 어머니를 비난하고 흉보는 것은 모
성의 신비화를 벗겨내는 해방적 측면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언급을 통해 속박이 강
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긴장과 뒤틀림은 드물게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자신이 사실은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다고 고백한 참가자가
있었다. 치매 어머니에게 손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인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괴롭다는 말도 덧붙였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때리
고 싶었다와 때렸다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당연히 웃
는 사람도 없었다. 연구자로서는 선을 넘어간 사람에게 보이는 참가자들의 이 침묵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해석의 실마리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카키지마 씨가 초췌해진 얼굴로 무스메사롱에 나타났다.
자신의 근황을 말하는데, 얼마 전 치매 어머니와 큰소리를 내고 다투다가 이웃
이 신고해서 행정과 경찰의 방문을 받았고, 그 길로 어머니와 격리되었다는 것
이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 전개에 참가자들은 어리둥절했다.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가 오갔다. 카키지마 씨는 경찰이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머니 몸
에 남은 멍자국만 중시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학대가 전적으로 오해
는 아니었던 것이다.
카키지마 씨는, 어머니가 현재 집 근처의 그룹홈에 입소해 있고, 본인은 3개
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
돼서 견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실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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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카키지마 씨를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그룹홈이 어디
냐, 내가 시설 견학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겠다”고 제안했
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도 같이 가서 어머니 사진을 찍어다 주겠다”고 나
섰다. 누군가 “과연, 여기는 발상이 다르다”고 감탄했고 좌중은 위장잠입 계획
을 둘러싸고 한바탕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었다. 당사자인 카키지마 씨도 웃고
있었다. 【사례 Ⅴ-3-7】 카키지마 씨의 일화, 53세 비혼여성, 1남1녀

앞서 학대 상황에 대해 보인 침묵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염려 혹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카키지마 씨에 대해 참가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카키지마 씨가 비록 오명을 쓰기는 했지만 어느 쪽도 크게 상하지
않고 마무리돼서 다행인 것으로 상황을 정의하고 카키지마 씨를 위로했다. 이처럼
학대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입장에
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것은 무스메사롱이 부모를 돌보는 딸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러한 순간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비록 매번 모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뛰어가면 언제든 자
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일종의 안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스메
사롱을 외부와 단절된 안전한 장소로서의 친밀권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근거였
다. 거의 매번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은 상호승인을 통해 이러한 친밀권을 다
지는 과정이었다.
“‘명랑한 개호’같은 것은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상대가 아무
리 고약하게 나와도 이쪽에서 명랑하게 대응하라고, 그래야 좋은 돌봄자고 착
한 딸이라고 한다면, 좋은 돌봄자 착한 딸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맞다, 현실에서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좋은 돌봄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이런 데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승인의 논리는 무조건적 승인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설사 외부에서는 학대자로 낙인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무스메사롱이라는 장에 있다
는 것만으로 이미 좋은 돌봄자라는 승인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외부 세계와
의 차단을 통한 친밀권의 구축은 양날의 검이다. 벽은 바깥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안
전을 확보하는 길도 되지만 동시에 안에 있는 사람을 가두고 바깥 세계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통받는 딸들’이라는 공통의 서사에 근
거해 형성된 이러한 친밀권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딸이라
는 입장의 동일성으로 부모 돌봄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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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은 종종 비
혼 여성을 부모 돌봄이냐 일이냐의 선택 상황으로 내몬다. 이처럼 돌봄 때문에 퇴직
이나 이직을 강요당하는 ‘여자’의 삶에 비혼 여성이 편입되기를 강요당할 때, 기혼
여성은 이것을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혼’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비혼 여성의 곤
경을 외면하는 편에 선다. 따라서 일이냐 부모 돌봄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국면이 되
면 여성성들 간의 차이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딸들의 친밀권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4) 차이와 경합을 통한 비혼됨의 재구성

무스메사롱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 찾아오거나 다른 가족회를 통해 참가
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찾아오는 이들 중 기혼 여성은 정보나 교류를
찾아 모여드는 것에 비해, 비혼 여성 중에는 인생 상담을 목적으로 참가한 이들이
많았다. 특히 30~40대 비혼 여성은 부모 돌봄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이것을 자신의
일이나 장래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무스메사롱에 와서 절
박하게 조언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운영진이 나서서 돌봄 상황을
확인한 후 따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당사자로서는 같은 입장에 있
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에 조리가 없을 때가 많았
고 다른 참가자들도 타인의 인생 선택에 직접 조언을 해야 하는 입장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의식적으로 삼가는
태도를 취하는 탓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 상담 유형의 참가자가 계속 유입되
면서 일과 부모 돌봄 사이의 선택을 둘러싼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의견
충돌은 결국 도래했다. 도화선이 된 것은 사쿠라이 씨(30대 중반, 비혼 여성)의 인
생 고민이었다.
어머니는 올해 72세인데 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요개호 1년째다.
주돌봄자는 아버지인데, 언니는 결혼해서 멀리 살고, 나는 도쿄에 있는 부모집
에서 떨어져 나와 사이타마에서 직장을 다닌다. 직장에서 부모집까지 2시간 걸
린다....그동안은 아버지가 혼자 돌봄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더 이상 아버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역시 내가 직장을 그만
둬야하나 고민 중이다. 나는 결혼도 하고 싶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개호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다,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 된다.
【사례 Ⅴ-3-8】 사쿠라이 씨, 30대 중반 비혼 여성, 2녀 중 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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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츠지 씨(51세, 비혼 여성)가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뒀지
만 결국 어머니는 시설에 맡겼고 현재 구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일을 그만 두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조언을 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제
기되었을 때 기혼 여성 참가자들의 대응은 “부모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선택
을 하라”는 정도의 원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처음 참가한 카와하라 씨(40대
중반, 기혼 여성)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본인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 돌보기를 선
택한 것을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계속 혼자 살았는데, 3년 전에 넉 달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로
혼자 못 사는 상태가 되었다. 어머니는 당시 72세였고 나는 정 사원으로 일하
면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다. 그대로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기는 좀 그랬다.
아직 젊기도 하고...남편과 의논 끝에 어머니와 동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에
데려다 놓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자꾸 죽
고 싶다고 하니까 의사가 ‘눈을 떼지 마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내가 일을
그만두고 개호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 덕분인지 어머니의 요개호도가 3에서 2
로 낮아졌다. 【사례 Ⅴ-3-9】 카와하라 씨, 40대 중반 기혼 여성

돌봄과 일 사이에서 갈등할 때 일보다는 돌봄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역설한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 좋은 돌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치적 성과까지
제시했다. 이것은 강조된 여성성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한 사람의
서사였다. 모성과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조된 여성성의 영향력은 일이냐 돌봄이
냐의 선택에 몰렸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돌봄을 우선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규범을 내면화시킨다. 이런 점 때문에 일하는 엄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도, 일하는 엄마들에게 좋은 돌봄제공자가 아니라는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강조된 여
성성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카와하라 씨의 이야기도 강조된 여성
성이 여성성들의 위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카와
하라 씨의 발언에 대해 마찬가지로 그날 처음 참가한 비혼 여성이 다음과 같이 논
평했다.
나를 다른 가족회를 통해서 왔는데, 보통 가족회는 남편을 돌보는 아주머니
들이 많다. 그런 아주머니들은 나하고는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나는 어
머니 보내고 난 뒤를 생각하면 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
로 개호할 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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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무스메사롱에 온 거다. 【사례 Ⅴ-3-10】 무스메사롱 참가자, 52세 비혼 여
성

이 사람은 비혼인 자신은 남편이 있는 여자처럼은 개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생계부양자가 없는 비혼 여성의 입장에서는 돌봄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혼한 돌봄자와 비혼 돌봄자의 선을 이렇게까지 확실히 긋고 바
람직한 돌봄의 이상에 도전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다른 가족회에서
온 것을 밝히고 ‘무스메사롱은 보통 가족회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별로 다
를 것도 없다’는 품평까지 하고 있었다. 모임에 대한 뜻밖의 도전에 분위기는 냉랭
해졌다. 최초 발언자인 사쿠라이 씨가 수습에 나섰다 “고맙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로 대화를 종결짓자는 신호를 보냈다. 누군가 “어쨌거나 소중한
부모니까, 후회 없도록 잘 선택하라”는 통상적인 격려로 화답했다. 이때 치매 아버
지를 별거 돌봄 중인 미즈노 씨(46세, 비혼 여성)가 ‘후회’라는 단어를 낚아채며 끼
어들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을 거 같다. 며칠 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데, 그 친구는 뇌경색에 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4개월 동안 개호했다.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아버지 있는 곳에 다니면서 개호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예상보다 일찍)돌아가시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가까이에서 돌볼 걸 그랬
다는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 그 얘기 듣고 나서 나도 일은 당분간 접고 아버지
돌보러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생활을 지키라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충고도 주변에서
듣는다. 부모 돌봄과 나를 위해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의 비율을 생각한다. 어느
정도가 좋은가? 어떻게 생각해도 부모가 제로는 안 된다. 또 내가 제로가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나눌까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다. 【사례 Ⅴ
-3-11】 미즈노 씨, 47세 비혼 여성, 1남1녀

미즈노 씨는 선택하라는 요구에 대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한다고 말한 것
이다.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장년 남성들 중에도 일과 부모 돌봄을 놓고 갈등하는
비혼 여성을 바라볼 때, ‘비혼인 당신은 돌봄하지 않는 여자로, 그동안 자기 자신만
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당장 먹고살 방도가 있다면, 자신의 일보다는 키워준 부모의
사정을 우선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깔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스메사
롱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가족회에서 비혼 여성에게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조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혼 여성들은 부모, 일, 자기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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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선택불가능성’을 내세운다. 특히 이
선택불가능성을 자신의 비혼됨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다.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는 대화가 원칙이라 이날 모임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발전되지 못했지만 무스메사롱에서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의 입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참가자 간의 대화는 불연소 된 채 끝났는데, 평가회에
서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재개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30년간 비서
로 일하면서 양친을 모두 돌봤다는 자원봉사자 스즈키 씨(64세, 비혼 여성)였다. 스
즈키 씨는 카와하라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감을 표명했다.
부모 돌봄과 일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정 사원
일을 그만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역시 월급봉투를 가져다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카와하라 씨의 이야기는, 현재 개호하면서
정 사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개호하면서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역시 돈 벌어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례 Ⅴ-3-12】 스즈키 씨, 64세, 비혼 여성, 2남2녀 중 장녀

그러면서 사회자를 직접 겨냥해 치우친 논의에 개입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개입 시점을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날 사회를 봤
던 모리카와 씨(52세, 기혼 여성)가 평소의 온화한 태도를 버리고 날카로운 어조로
스즈키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사람이라고 무턱대고 뱃속 편한 그런 인생은 아닌 게 분명하지 않은가,
남편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남편이 부양해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위
에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걸 치우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 Ⅴ
-3-13】 모리카와 씨, 52세 기혼 여성, 1녀1남

알라딘의 운영진은 대부분 기혼 여성이었다. 알라딘의 대표인 마키노 씨와 케어러
즈카페의 운영자인 모리카와 씨도 기혼이었다. 이에 비해 문제제기를 한 스즈키 씨
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두 명은 모두 부모 돌봄을 경험한 비혼 여성이었다. 평소 드
러나지 않았던 이들 간의 모임 운영을 둘러싼 대립선이 공론장이 활성화되면서 분
출된 순간이었다. 운영진은 기본적으로 모임에 존재하는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 간
의 입장 차이를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다. 딸들의 고통이 가족의 부담을 좌
시하는 제도의 맹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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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라는 모리카와 씨의 말에 잘 담겨 있다.
이날 평가회를 마친 후 스즈키 씨는 연구자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동안 쌓였
던 무스메사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기혼 여성 참가자가 많아지면서 누구를 위
한 모임인지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스즈키 씨는 운영자들이
대부분 기혼자라서 그런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연구자에게
연구자로서 위치를 활용해서 일과 부모 돌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비혼 여성들
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모리카와 씨처럼 남편 자식 다 있는 여자가 싱글 여성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 싱글 여성 돌봄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장래 생활이다. 이걸 제일 중요하
게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장래 생활 위해서는 연금, 아무
도 뺏어갈 수 없는,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받으려면 일을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 그만 두면 그걸로 끝이다. 형제는 싱글이 개호할 때는 고맙다,
미안하다 말하지만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사례 Ⅴ-3-14】 스즈
키 씨의 당부. 64세 비혼 여성

스즈키 씨는 부모 돌봄이냐 일이냐의 선택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절실한 충고였다. 그런데 스즈키 씨의
충고도 일과 부모 돌봄의 문제를 선택의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돌
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통적이었다. 무스메사롱에 참가한 비혼 여성들이 이
러한 자기중심적 선택을 못하는 것은 충고나 결단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부모 돌
봄과 일을 애초에 선택의 문제로 사고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일하는 여성으로 살
아오면서 부모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왔고 부모가 유일한 친밀권인 경우도
많다. 게다가 과거의 전후 세대와 달리 포스트전후의 부모 세대에게는 대개 당장의
생활을 이어갈 연금이 있다.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
은 특히 딸이 비정규직이며 저임금 직종에 있는 경우 딸이 일을 계속하면서 부모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일을 그만두고 부모 돌봄자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계산을 낳는다. 당장의 생활이 가능하다면 일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보
는 것이 가족전략의 차원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
러나 그러한 선택은 비혼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부모의 연금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재생산이 불가능 삶의 방식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비혼 여성은 어
떻게든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여자’처럼
돌봄을 우선하라는 압력이나 ‘비혼’으로서 일을 사수하라는 충고, 어느 쪽도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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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애초에 비혼자에게 일과 부모 돌봄은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 이처럼 전후의 독신 여성과 달리 비혼됨에서 자립과 일의 절대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선택불가능성은 고령자 돌봄의 변화를 배경으로 가족과 밀착된 포스트전후
비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스메사롱은 케어러즈카페에서 운영하는 여러 모임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모임
이었다. 마을의 옛 우물터를 재현하겠다는 카페의 목적에 근접한 사례라고 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모임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제점도 불거졌다. 주요하게는 모임 참가자
가

많아지면서 한 사람당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규 참가

자가 늘어나면서 초창기 핵심 멤버들의 참가가 뜸해져 모임의 내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려워진다는 것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운영진은 무스메사롱에서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을 포착해 새로운 모임을 발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했다. <우울증 여자 모임>이나 <시설에 부모를 맡긴 사람들의 모임>, <취업고
민을 함께 해결하는 모임> 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들이었다. 그러나
운영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들은 참여가 저조하여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운영진은 무스메사롱 안에서 발생하는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대립을 개인적인 차이로 파악하고 있었고 양자가 구조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
는 집단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
활로는 당사자들이 만들었다. 와키 씨의 주도로 비혼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케어
러즈카페 안에 새로운 모임을 발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것은 초유의 일로 운영진은 적극 환영하면서 지원을 약
속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11월 케어러즈카페에 <일하는 개호자, 오히토리사마
미팅>이 발족했다. 모임의 부제는 “일도 개호도 연애도 하고 싶다”였다. 그동안 선
택을 강요받아온 것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이것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우선할 수 없는 것이 비혼자의 특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었다. 선택하라는 압
력에 대해서 비혼은 돌봄도 일도 연애도 하는 존재라고 대응하고 나선 것이었다.
<일하는 개호자, 오히토리사마 미팅: 이하 오히토리사마 미팅)은 2013년 11월 16
일 1회 모임이 개최되었다. 연구자는 2013년 10월 현장조사를 끝내고 귀국했기 때
문에 오히토리사마 미팅을 직접 참관하지 못했다. 모임의 경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는 주로 케어러즈카페의 웹사이트와 와키 씨의 페이스북 그리고 오히토리사마
미팅 참가자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회람되는 내용을 통해 습득했다. 또 와키 씨와
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고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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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린 가능성으로서의 ‘오히토리사마’

오히토리사마 미팅은 케어러즈카페에서 처음으로 당사자들이 발의해서 발족한 모
임이었다. 모임 결성의 발단을 제공한 것은 치매성 우울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
머니를 12년째 돌보고 있는 와키 씨(43세, 비혼 여성)였다. 부모 돌봄 때문에 이직
과 전직을 거듭해 온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비혼 돌봄자에게 일과 부모 돌봄이 선
택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비혼 돌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세상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발의한 것이었다.
와키 씨의 사회로 진행된 1차 모임에는 무스메사롱 참가자인 비혼 여성 3명과
기혼 여성 1명 그리고 취지에 찬동한 비혼 남성 1명이 참가했다. 와키 씨는 첫 번
째 모임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우리가 발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떠들고 발신하자, 시끄러운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자. “결혼을 안했으니
까 개호해도 괜찮다”, “젊어서, 기운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말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당사자
가 입을 열고 말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의기투합했고, 우선 회사와 주위
에 내가 이렇다고 커밍아웃하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애기가 모아졌다. 【사례 Ⅴ
-4-14】 오히토리사마 미팅 1회 모임에 대한 와키 씨의 전언

회사생활에서 비혼자들이 자신이 부모 돌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
명하다. 어떤 돌봄의 책임도 지지 않는 24시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전사를
요구하는 일본의 기업문화에서 부모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은 자신
의 약점을 드러내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러한 상황은 다시 비혼 돌봄자를 비가시화하고 돌봄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원의
정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까닭에 오히토리사마 미팅은 “우리가 커밍
아웃해서 존재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꿔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것은 당사들의 모임이 자조그룹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
모임의 전환점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14년 1월에 개최된 오히토리사마 미
팅의 2회 모임이 뜻밖의 성황을 이룬 것이다. 전단지를 보고 참가한 신규참가자가
여러 명 있었던 데다 주요 신문사와 방송에서 모임이 발신하고자 하는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며 몰려들었다. 사회적으로 개호퇴직과 개호이직이라는 이슈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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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비혼 돌봄자들이 당사자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 시
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 화제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반향은 3회 모임에도 이어졌
다. 오리토리사마 미팅은 무스메사롱의 전례를 참고해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우선
참가자 인원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고, 모임도 주제를 미리 정해서 참가 신청자들에
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모임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기록해서 공
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히토리사마 미팅 전용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
어졌다.
단순한 교류 모임이라기보다, 일과 개호에 초점을 맞춘 대화의 장이라서 이
야기하기가 매우 편했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
아내고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얻은 정보가 있었다. 게다가 내 경험이
나 사고방식이 사회에 기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기쁘고 충족된 기분이었
다. 【사례 Ⅴ-4-2】 4회 오히토리사마 미팅 개최를 알리는 전단지에 실린 ‘참가
자의 목소리’

이 4회 모임 전단지에서부터 모임소개에서 ‘연애’가 빠지고 일과 개호의 양립, 개
호퇴직 방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다. 전단지에서 제시한 참가자의 범위는 “일하
고 있거나 일했던 독신 돌봄자,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주돌봄자(기혼자 ok)”였다. 연
애가 삭제됨으로서 오히토리사마의 외연이 기혼자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2015년 8
월 도쿄에서 와키 씨를 만났을 때 연구자가 오히토리사마 미팅에서 ‘연애’가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와키 씨는 “수요가 너무 없었다”고 한 마디로 대답했다. 이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입을 열게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처음에 굳이 연애를
넣은 것은 부모 돌봄이 끝나도 계속되는 비혼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서였는
데, 연애가 빠진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 고민 중”이
라고 했다.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오히토리사마 모임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현실화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오히토리사마 돌봄자가 회사에 커밍아웃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실
천지침을 만들자거나, 개호 초보자가 처음으로 관청이나 지역포괄센타105)를 방문하
려고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자는 등, 일과 개호를 병행하
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모임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키기는 어려웠다. 최초에 모임을 발의한 와키 씨가 파트

105) 개호보험법에 의거해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복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관. 중
학교 1구역당 1개소씩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매니저가 배
치되어 주로 개호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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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일을 그만두고 일과 돌봄의 균형을 내건 연구소 <Work & Care Balance: 이
하 WCB>

106)를

만들어 상근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 7월에 개소한 WCB

는 개호자의 커밍아웃을 지원하고 개호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 만드
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WCB 는 그동안 오히토리사마 모임에서 나왔던 제안
을 바탕으로

「일과 개호의 양립을 지원하는 핸드북」을 작성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연구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일하는 개호자들의 문의와 상담이 밀려들었다. 연구자
가 방문했을 때 마침 지상파의 아침방송에 오히토리사마 미팅의 기혼 남성 참가자
와 와키 씨가 출연해 10분 가량 개호퇴직 방지활동에 관해 소개한 직후였다. 방송
이 나가고 이틀 동안 500통의 문의 전화와 핸드북 우송 요청이 밀어닥쳐 “지상파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었다.
모임이 이렇게 단기간에 큰 반향을 얻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개호퇴직
과 개호이직에 대한 미디어와 일반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시기적절하게
모임이 발족된 것과 둘째는 무스메사롱에서 얻은 경험과 친밀권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알라딘과 케어러즈카페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
었다는 조건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내용적으로는 일하는 개호자의 문제를 오히토리
사마로 알기 쉽게 개념화했다는 점과 이것을 당사자인 비혼 여성이 주장하고 나왔
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오히토리사마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전적 로는
한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이와시타 쿠미코가 ‘개인으로서 독립된 성인여자’를 가리키
는 재정의하였다. 이것을 우에노 치즈코가 다시 ‘노후를 혼자서 보내는 사람’이란
의미로 전유했다. 우에노의 오히토리사마 시리즈는 100만 권 가까이 팔리면서 오히
토리사마는 여성뿐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 일반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우에노의
오히토리사마는 돌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수혜자에 가까운 이들이었다. 그런데 비혼
여성 돌봄자들은 이것을 뒤집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 오히토리사마를 재전유해
‘일하는 개호자’로 재정의했다. 유독 오히토리사마 개념을 둘러싸고 이러한 확장과
전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개념이 ‘패러사이트싱글’이나 ‘패배한 개’처럼
특정 세대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비혼 돌봄자들이 오히토리사마를 일하는 개호자로 재전유하는 과정에서 자
신들의 손상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들은 혼자서 일도 돌봄도 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의 처지를 응축해서 전달하는
데 부양해줄 남편도, 거들어줄 아내도 없는 비혼자의 상황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르블랑(LeBlanc 1999)의 연구에서 주부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로부
터 부여받은 불리한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역

106) http://wcb-la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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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과 돌봄의 접합을 통
해 비혼됨의 의미를 내부로부터 교란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OL 들의 저항이 그랬
던 것처럼(Painter 1996; Ogasawara 1998) 불평등의 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구조의 재생산에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비혼 돌봄자가 일도 돌봄도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은
궁극적으로 돌봄의 가족책임을 강조하려는 국책과 부합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라
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가족 돌봄자라는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족의 돌
봄 책임을 자명한 것으로 만드는 담론으로 수렴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히토리사마가 기존의 가족 돌봄과는 다른 지평에서
돌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지점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오히토
리사마 돌봄자는 가족 돌봄자를 요개호자와의 관계적 속성이 아니라 돌봄자를 기준
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상부터 새로운 지점 있다. 기존의 돌봄자 모임은 이
름부터 가족회, 아들 모임, 딸 모임이었다. 혹은 일하는 엄마나 육아하는 아빠를 내
세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오히토리사마는 혼자서 일도 돌봄도 하는 개인을 지시하
며, 이것은 결혼 여부와 젠더에 매인 속성이 아니다. 결혼을 했어도 일과 돌봄을 동
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혼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남성이라고 해도 주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성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인 것이다. 따
라서 비혼 자녀의 돌봄자화가 모자라는 ‘여자’를 보충하는 통치기술이라면, 오히토
리사마는 이 통치기술에 포획된 존재들이 질서 자체를 바꾸려고 나선 저항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돌봄을 ‘여자들’에게 떠넘기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
한 대항 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히토리사마 미팅의 참가자들이 강
조하는 커밍아웃이나 발신은 돌봄하지 않는 인간을 표준으로 삼는 기업사회를 직접
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젠더와 결혼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생애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
운 시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도다. 기존의 생애과정 통합의 관
점은 일이냐 돌봄이냐 혹은 일이냐 가정이냐가 선택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 배경에는 여성에게는 남편이라는 의존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애초에 그러한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비혼자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확장하고 나서면 젠더와 결혼 여부를 넘어서 일과 돌봄이라는 시점에서 생애과정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애초에 남자의 생애과정과 달리 여자의 생애과정
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한 선택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일도 돌봄도 해야 하는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
해 생애과정을 제도화한다면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 골을 메우는 방식
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젠더통합적인 생애과정을 도출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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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토리사마는 “타자를 돌보는 존재로서의
개인”의 보편적 이름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오히토리사마 개념을 도출하면서 포스트전후 비혼자 집단은 사회집단으로서 세력
화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었다. 비혼자 집단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공통되는 정체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스메사롱을 통해 오히토리사마 미팅이 만들어낸 것처럼
공론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내용을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다. 사회집단으로서 비
혼자의 세력화는 이 오히토리사마에 담긴 잠재력을 얼마나 정치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오히토리사마가 제도적으로 연
착륙할 수 있다면 모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금긋기도 가능하다고도 생각한다.
과거 도쿠후렌은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해 공론장에 진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
로운 친밀권을 형성해 갔다. 이에 비해 오히토리사마 미팅은 친밀권에서 힘을 기르
고 자각을 얻어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오히토리사마 미팅의 실천이 대
항적 공공권을 형성해 노동 시장과 젠더 질서를 바꾸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
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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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제까지 비혼의 관점에서 현대 일본 사회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의 변화를 가
족의 시대(1945~1970년대), 싱글의 시대(1980~1990년대), 돌봄의 시대(2000년 이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족의 시대가 비혼됨의 형성과 비혼 1세대의 등장을
특징으로 한다면, 싱글의 시대는 비혼자의 증가와 비혼됨의 변용, 돌봄의 시대는 비
혼과 돌봄의 결합을 통한 비혼됨의 재구성을 각각 특징으로 한다.
먼저 가족의 시대를 다룬 2장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생애미혼자 집단이 어떻게 등
장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다른 친밀권을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시
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증가한 독신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의 대량 전사에 따른 전후
의 결혼난과 근대가족의 보급에 따른 적령기 규범의 강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오
랫동안 개혼사회를 유지해왔던 일본에서 이들 전쟁독신 여성들은 우레노코리로 불
리며 혹독한 사회적 무시와 차별에 노출되었다. 이들 1세대 비혼자들은 독신부인연
맹을 결성해서 대항적 공공권을 창출하면서 인정투쟁을 벌였는데 이 장에서는 특히
독신부인연맹의 활동을 통해 구축된 독특한 친밀권에 초점을 맞췄다. 사이토 준이치
의 친밀권의 정치학은 공공권과 친밀권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서구 근대성
의 공/사 구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제공한다. 독신부인연맹이 구축한
친밀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가족도 공동체도 아닌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였다는 점, 둘째, 장기간에 걸친 일상적 교류
와 돌봄의 실천을 통해 서로 간의 유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왔다는 점, 셋째, 장기간
에 걸쳐 때로는 가족 대신으로, 때로는 가족과는 다른 친밀권으로서 회원들의 삶의
의지처가 되었다는 점 등이다.
3장에서는 싱글의 시대를 다뤘다. 1980년대 이후 냉전 종결과 전지구화라는 세계
사적 변화를 배경으로 가족-기업시스템으로서의 전후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비혼
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거품경제 붕괴를 거친 이 시대를 통해 남
녀 비혼자는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전후와 비교했을 때 싱글시대의 비혼 여성
의 상황 또한 크게 달라졌다. 전쟁독신 세대 여성들이 출생가족으로부터 사실상 방
출된 상태에서 성년기를 보내면서 경제적 자립의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살았
던 것에 비해. 싱글시대의 비혼 여성은 ‘비혼 딸’이라는 형태로 근대가족 안에 포섭
된 상태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향상을 꾀하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으로서
비혼됨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포스트전후에서 일어난
여성의 생애선택의 전반적인 변화와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 즉 결혼해서 주부가 되
는 것을 유일한 생애과정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결혼이나 출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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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애사건이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상대화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생애과정이 전
업주부, 재취업, 양립, 비혼취업 등으로 다양화 되는 변화 속에서 비혼이 여성의 생
애과정의 하나로서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혼자와 가족이 밀착됨에 따라 사회집단으로서의 비혼의 정체성은 약화
되었다. 싱글 붐이 일기 시작한 초기에 싱글이란 가족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
의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싱글의 시대에 증가한 비혼 여성들은 근대가족의 후원을
받은 비혼 딸들이었으며 가족 안에 포섭된 존재들이었다. 거기에 1990년대 이후 저
출산 담론을 통한 비혼 여성에 대한 통제(policing)가 강화되고 노동자로서의 비혼
여성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비혼 여성과 가족 간의 밀착은 강화되었다. 이에 따
라 가족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비혼됨의 의미는 퇴색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대중소비사회의 형성과 여성 고용 시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비혼 여성들은 소비사회
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OL 로 불리며 소비사회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비혼 여성들의
여성성은 강조된 여성성으로서 주부의 여성성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젠더 질서를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혼으로부터의 자유
에 현실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보장과 섹슈얼리티에서의 해방
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장과 5장에서는 개호보험제도가 발족한 2000년 이후의 시기를 돌봄의 시대로 규
정하고 가족 내에서 부모 돌봄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자녀 세대 간의 역동
을 중심으로 사회집단으로서의 비혼의 문제에 접근했다. 비혼 자녀의 부모돌봄자화
가 진행되는 양상을 비혼 남성과 비혼 여성을 중심으로 각각 살폈다. 이전의 비혼됨
이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돌봄의 시대에 들어서 비혼됨은 남녀 비혼자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부모 돌봄의 배분에 국한해 볼 때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다음 두 가지 가족 규범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돌봄이 자녀의 배우자가 아니라
친자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 규범의 약화가 배우자가 있는 자녀의 부모 돌봄 규범의 약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비혼자의 부모 돌봄자화를 촉진하
고 이것은 비혼자 집단을 주변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모 돌봄 경험은 비혼자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비혼 딸이 부모 돌봄자가 될 가능성이 확연히 높았다. 자녀 세대에서 부모 돌봄자로
서 적합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자면, 1순위 비혼 딸, 2순위는 기혼 딸 혹은 비혼
아들, 4순위는 기혼 아들이었다. 서열 결정의 주요 요인은 혼인 여부와 젠더였다.
이처럼 비혼 딸이 비혼 아들보다 더 적합한 부모 돌봄자로 간주되는 것에 비해, 돌
봄 상황에서 돌봄수혜자를 비롯해 다른 가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나, 돌봄에 따른
권위와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혼 딸이 비혼 아들보다 뚜렷하게 약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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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렇듯 부모를 돌보는 남녀 비혼자들의 상황은 비혼이 가족 차원의 변화가 아니
라 젠더 질서에 의해 위치 지워지는 사회구조적 집단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비혼자가 부모 돌봄으로 유입되고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
는 것은 가족주의의 작동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여자’를 대신해 새로운 돌봄제공자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통치 기술의 영향으로 파악해야 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비혼자가
공동체의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낮게 위치 지워지
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때의 비혼 집단을 하위신분으로 위치 짓는 것은 성별분
업, 이성애, 가부장제라는 젠더 질서다. 이러한 까닭에 비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와 억압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사회전체의 젠더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담게 된다.
이 연구는 전후 일본에서 나타난 비혼자의 증가를 근대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의
개인화라는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혼자 집단이 형성되어온 역
사적인 맥락과 비혼자가 사회집단으로서 주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을 주
장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결혼 여부로 비혼자를 구획 짓고 결혼에 관한 비혼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비혼됨의 내용을 규정해 온 기존의 비혼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사회집단은 정체성이 아니라 구조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
구조적 위치는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위치
와 조건에 놓여 있느냐에 의해 정해진다. 비혼은 단지 의식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
라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편에서는 교육의 기회, 노동 시장의 상황, 각종 제
도와 정책 등의 삶의 물질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가족을 둘
러싸고 이루어지는 담론과 이데올로기 차원의 젠더 정치에 의해 규정된다.
하지만 비혼자가 당면한 억압과 불의는 비혼을 새로운 정책적 범주로 추가하고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비혼자를 가족정책 안으로 포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혼가족’은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며, 모든 비혼자가 1인 가구인
것도 아니다. 비혼자는 기존의 가족중심적 시스템으로는 담을 수 없는 흘러넘치는
이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가족 시대의 유언집행인들이다. 때문에 비혼자들이 주변화
되기를 거부하고 온전한 시민권을 요구하게 된다면, 가족주의 사회 질서와 성별분업
에 근거한 노동과 돌봄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비혼자 집단은 본질적 속성의 공유에서 유래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도 아니며, 통
상 자신들만의 특수한 문화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특히 성찰성
이 증가하는 후기근대사회에서 비혼자가 비혼됨의 사회구조적 위치를 자각하고 정
치 세력화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포스트전후 일본에서는 공동체의
재생산위기 담론을 통해 비혼자에 대한 타자화와 집단화가 추동되고 있으며, 비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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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돌봄자화는 이들에게 비혼자로서의 자각을 촉발하고 비혼됨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을 낳고 있다. 오히토리사마 미팅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비혼됨과 돌봄
을 결합한 오히토리사마가 요구하는 동등한 사회 참여는 가족주의 시스템의 범주를
초과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 혁신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비혼은 한 덩어리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비혼자 내에는 이 연구가 집중
적으로 다룬 젠더나 세대 간의 차이뿐 아니라 연령, 거주 지역, 교육 정도와 소득을
비롯해 계급과 가족적 배경에 따른 차이 존재한다. 이 연구가 후자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비혼자가 인구통계나, 출
산력지표 상의 숫자가 아니라 사회집단으로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집
중했기 때문이다. 비혼자 내의 격차에 대한 심층적 접근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
겠다.
비혼자의 증가가 근대가족과 성별분업에 어떠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가도 계속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생애미혼자의 증가가 근대가족을 기본 단위로 설정된 사회보
장제도를 비롯한 생활기반의 전후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
명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족의 붕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오류다. 붕괴하고 있
는 것은 전후시스템이지, 가족이 아니다. 전후체제가 붕괴해도 가족은 살아남을 것
이다. 다만 이제까지의 가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가족이 홈(home)
으로 기능하는 한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있다. 영이 지적한 것처럼 홈은 폐지의 대
상이 아니라 민주화해야 할 대상이다(Young 1997: 157). 다만 가족이 홈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열어두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을 신성화 해온 근대가족
의 패러다임을 상대화하면서 가족과 다른 친밀권에 대한 복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화가 비혼자와 같은 하위신분 집단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대가족을 표준가족으로 상정하고 사회정책을 펴는 것이 어
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근대가족을 전통화하고 가족주의
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가족이 젠더를 구축하는 중
요한 장이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성별분업은 남성성의 강력한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효율적’ 기업사회를 운영해온 핵심 원리였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여자’의
불리하고 낮은 지위는 항상적인 갈등의 소지를 담고 있었으나 성별이라는 범주의
힘을 통해서 통제해 왔고 현재도 이 성별 범주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논
리의 연장선상에서 비혼자의 부모돌봄자화가 부족한 ‘여자’를 만들어내는 통치술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만드는 장치로서의 결혼은 단순히 하
나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젠더 구조를 통해 구성원을 기업사회로 편입시키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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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제이며 이 구조로 편입되지 않는 비혼자들은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기 어렵
다는 의미에서 ‘난민’에 가깝다.
그러나 서구에서 법적 제도적 결혼 거부가 사실혼과 동거의 증가, 혼외출산자의
증가를 수반했다면, 일본에서는 비혼자의 증가는 성혁명을 동반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와 동거하거나 부모 돌봄자가 되는 비혼자들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일견 기존의
가족주의와 젠더 질서에 편입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자’처
럼 살 것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의 생의 곤란이 악화되면서, 이들을 통제해 온 성별
이라는 범주의 작동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넬(2013)이 지적한 것
처럼 가부장제에 관한 남자들의 일반적인 이해관계는 어마어마하다. 그렇지만 그 이
해관계는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에 내재된 복합성 때문에 쪼개
진다. 가부장제에 관한 남자들의 이해관계는 동질적 구조 안에 있는 단일한 힘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 돌봄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가부장제와 남자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남성성의 변화와 젠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혼운동’ 혹은 ‘비혼됨의 정치’가 새로운 젠더 협약의 창출을 목표
로 한다면, 고립된 비혼 여성 그룹을 상정하는 것보다는 남녀를 모두 포함한 동맹의
확대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돌봄자들은 오랫동안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배제는 물리적인 의미
에서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자격의 차원에서부터의 배제였다. 공적 영역은
미지의 타자와 자신이 만나는 장, 사적 영역은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영
역으로 구분하는 것(아렌트 2010)은 서구 근대성을 특징짓는 공/사 구분의 전형적
사고 방식이다. 칸트(2002)에 따르면 시민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지배자로 누구
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봉사하지 않는 존재다. 즉 칸트의 자율적 주체는 사적 영역
에서 모든 개인의 존재방법을 일체 묻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주체로 사적
영역을 버림으로써 존재한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헌신과 타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요구에 대한 주시를 특징으로 하는 돌봄이라는 행위에 종사하는 돌봄자는 주체
적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이러한 방식의 공/사 구분을 그대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찾기 어렵다. 돌
봄노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립과 자율적 개인이라는 개인관이 긍정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젠더중립적으로 보이는 이 자율적 주체로서의 개
인이 신화라는 것을 집요하게 추궁해 왔다(Butler 2004; Fineman 2004). 이렇듯
자율적 개인에 대한 비판은 ‘타자의 통제나 침입에 대한 방어’를 무조건적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을 가족에서 프라이버시로 좁혔다.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규범에 따른다면 나의 신체만이 가장 사적인 것이며, 또한 유일하게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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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관계에서 신체의 존재 방식은 나의 것이라
기보다 오히려 타자의 주시 속에 있다. ‘소유’나 ‘방어’에만 머물지 않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신체와 나의 관계도 또한 엮여 있는 것이다. 버틀러가 말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신체의 한 국면은, 그것이 공적이라는 점이다”(Butler 2004: 21). 나
의 신체는 나의 것인 동시에 나의 것이 아니다. 푸코(2011)가 지적한 것처럼 태초에
단자(monad)와 같은 개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좁아져서 개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사적 영역의 최후의 보루인 신체 역시 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할 때, 근대적 자율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더 이상 좁아들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른 것이다. 개인에 대한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을 모색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를 돌보는 존재로서의 개인”을 표방하며 비혼됨과
돌봄의 결합을 시도하는 오히토리사마 미팅의 시도는 중요하며 오히토리사마는 개
인을 보편적 돌봄자로서 정초하려는 일련의 작업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돌봄이 돌봄제공자를 구속하며, “타자의 생·생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계기로부터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수동적일 수 있
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계의 수동성을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친밀권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러
나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비혼 돌봄자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비혼과 돌봄의 결합
은 친밀권에 제약을 가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비혼 돌봄자는 신
체적 구속을 수용해야 하고, 새로운 친밀권 형성에 제약을 받지만, 동시에 개인됨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지점에 서 있기도 하다.
수동성을 어떻게 자유롭게 살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대응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비혼 돌봄자가 기존의 사회 질서를 향해 살아갈 권
리,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는 방향이다. 또 다른 하나는 권리의 영
역으로 담을 수 없는 돌봄 관계의 근본적 비대칭성과 수동성을 계속 공론화하면서
논의를 확장해 가는 방향이다. 욕구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권리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권리란 강제적인 실현을
타자에게 강요하는 것이지만, 강제된 배려, 강제된 존경 등은 모두 형용모순에 불과
하다. 민폐를 최소화하고 조용히 죽어 줄 것을 요구받는 고령자들이 느끼는 생에 대
한 욕구(김희경 2015)는 권리라는 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본능적이고 절실한 욕망
이다. 돌봄은 권리로 번역하기 어려운 욕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시민권 논의의 확장을 요구하며 타자의 삶과 생명을 통
해 이어지고 있는 개인들 간의 연결에서 출발해 새로운 공공적 공간의 창출의 가능
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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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 Relationship and Gender Order in Contemporary Japan
through the Case of Hikon
Jee, Eunsook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Japan is regarded as Asia’s hikonsha superpower. According to the 2010
statistics, one in every fifty women and one in every five men in Japan were hikonsha,
or those who have no legal marriage records. This fact is even more striking considering
that, only a few decades ago, Japan was largely ‘all-married society,’ in which almost
every member of the society experienced marriage—at least once—and by not being
married, one could be exposed to a wide variety of social disadvantages. This study
sheds light on such drastic social change in Japan by highlighting shifts in family
relationship as well as gender order within the Japanese society. Put another way,
instead of assessing social phenomena such as increasing number of hikonsha and the
lifetime non-marriage rates as the expansion of ‘losing population’ who are the victims
of economic recession and the collapse of traditional family values, this study attempts
to draw attention to the formulation of this socially structured group, whose positions
have been determined by family relations and gender order of postwar Japanese society.
In this analysis, postwar Japan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family period (19451970s),’‘single’s period (1980s-90s),’ and ‘care period (2000s-present).’
‘Family period’ is characterized by the birth of the first generation of non-married
social group, while ‘single’s period’ saw its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The second
period was followed by the “care period,” during which cohesion of ‘unmarried’ and
‘care’ brought forth the restructuring of the non-marriage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changes in the meanings and positions of non-married people
within the society’s gender order, based on extensive field researches conducted on
unmarried people. The three periods indicated above are not deterministic, and
individual cases reveal that one’s experience often remains too obscure to be located
within a single period. Still, such periodization provides a useful framewor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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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the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 and gender orders within Japanese society
through the cases of hikonsha.
‘Family period’ between 1945 and the 1970s is distinguishable from other periods
in that, as the general populace formed families, the non-married people constructed
something to replace the functions of family. The very first group of non-married
women formed in the postwar period consisted of so-called ‘war singles,’ or surplus
women that emerged as the consequence of shortage of marriageable men. Within ‘allmarried society,’ these women, who were often called ‘unsold stocks,’ became the
subject of severe social contempt and discrimination. This first generation of unmarried
women formed Single Women’s Association as they constructed public sphere against
such social stigma, based on which close connections were established among other
unmarried women. This study analyzes such linkages based on Saito Junichi’s concept
of ‘intimate sphere,’ and sheds light on the meaning of ‘alternate femininity’ founded
upon the idea of ‘independence’ outside the framework of marriage and family.
During ‘single’s period,’ covering approximately two decades between 1980s and
2000, the number of both male and female hikonsha increased drastically. At larg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consequent globalization induced the collapse of Japan’s
postwar regime during this period. I call this period “single’s” because this was also
when the traditional family values began to disintegrate, which led to the expansion of
unmarried population. While the end of the bubble economy as well as the liquidation
of labor market were also the cause of such social phenomenon, more fundamentally,
the expansion of the unmarried population was triggered by the collapse of familycorporate system founded upon potent sexual division of labor.
Comparing to the ‘family period,’ ‘single’s period’ witnessed the amelioration of
social status among unmarried women. While the first generation of single women were
forced to prioritize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from their birth family, the unmarried
women during the ‘single’s period’ were first and foremost determined to climb up the
social ladder, while they were surrounded by the opportunity to construct their
unmarried status as an aspect of unique personality. Such trend was concurrent with the
diversification of women’s life choices induced by the expansion of femal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being unmarried began to be recognized as one of women’s life
choices, and becoming a housewife was no longer considered to be the only path. On
the other hand, the unmarried women of ‘single’s period’ undermined their identit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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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lective social group. While the single women of the first generation were devoted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social status as a collective social group (e.g. establishment
of Single Women’s Association), the unmarried women of the ‘single’s period’ were
only dedicated to their personal advancements, as they were largely protected as
‘unmarried daughters’ within the family structure. In other words, “unmarried women”
as a social group ceased to exist as a resistance against familism; instead, the label of
being “unmarried” rose as a personal status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normal,’
women. Further, as single women emerged as the main money spenders within the mass
consumption society, it consolidated their image as ‘consumers.’ The femininity of
unmarried women as both labor and consumer stood in contrast to the femininity of
married housewives. However, the femininity of the unmarried women was not
coincided with the security within labor market or the liberation from sexuality, failing
to channel a progressive movement to bring shifts to the gender order.
‘Care period’ (2000 to present) deals with the dynamism surrounding the
dis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elderly care among family memb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care insurance system in 2000), in shedding light on the reconstruction
of hikonsha as a collective social group. As the elderly care became one of the most
critical social problems of the aging society, th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are often
made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the parents, which has been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hikon in recent decades. The distinct feature of the unmarried people
of this period is that it includes both male and female population. There has occurred a
shift in conception that the elderly care should be left responsible for their own children,
rather than the spouses of the children, leading to a growing number of sons (as well as
daughters) taking over the physical responsibility for their parents. Yet such paradigm
shift functions as an apparatus that pushes hikonsha further away toward social
periphery.
On the other hand, the marital status and gender are the two factors that determine
the effects of elderly care on the child’s life pattern. First, ‘unmarried daughters’ are
most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the care for the parents, followed by married
daughters/unmarried sons, while married sons are least likely to take the charge.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e role of unmarried daughters as caregivers has expanded,
they continue to receive inadequate compensation in return, and their status within the
family also remains low. On the other hand, the tendency to consider unmarrie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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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more suited caregivers than the married on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de-gendering’ of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sons and daughters; instead, i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working of gender order centering on hegemonic
masculinity. In other word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are marginalized within the society while they are ‘mobilized’ as caregivers
for the elderly is not necessarily the consequence of familism, but instead it is a product
of administrative apparatus which attempt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female
caregivers. Put another way, such phenomenon can also be considered as the working
of gender order, which, standing upon the principles of sexual division of labor,
heterosexuality, and patriarchy, stigmatizes the unmarried as ‘unproductive’ members
of the society. For this reason, the movement to redress social exclusion against the
unmarried people can potentially lead to the restructuring of gender order within the
society.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hikonsha as a collective social group, as well as the process of its marginalization within
the society. In doing so, it elucidates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approach to this
particular phenomenon in postwar Japan, whose primary focus rested on the ‘collapse
of family’ or ‘individualization of families’ as the cause. It also challenges the
categorization of ‘unmarried’ population through marital status, which attempts to
contextualize this social phenomenon merely from their perceptions toward marriage.
Being unmarried is not a simple matter of choice; it is, on the one hand, is determined
by a number of physical conditions such as education opportunity, conditions of labor
market, and policies, etc., while it is structured by the discourse on ‘modern family’ as
well as rather ideological gender politics.
Keywords: Hikon, Non-married People, Intimate Sphere, Elderly Caregiver,
Hegemonic Masculinity, Japan
Student Number: 2010-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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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録

非婚を通じて見る現代日本の家族関係とジェンダー秩序
ソウル大学 大学院 人類学科
池 恩叔
昨今の日本は、アジアの「非婚者大国」と呼ばれている。2010 年の統計によると、
日本の 50 歳の女性１０人に１人、また男性５人のうち 1 人は法律上婚姻記録がない「生
涯未婚者」である。 ほんの数十年前までは、日本はほぼ全員が一生に一度は結婚を
経験する「皆婚社会」であり、未婚者はさまざまな不利益にさらされる存在であった。本
研究では、現代日本で起きているこのような変化に、日本社会の家族関係とジェンダー
秩序の変化という観点からアプローチする。言い換えれば、非婚者の増加と生涯未婚
率の上昇という現象を、単純に景気後退や家族解体がもたらした「負け組」の増加として
ではなく、戦後日本において形成された家族関係とジェンダー秩序に基づいて位置づ
けられる「非婚」という社会構造的集団の形成という観点から焦点を当てる。そしてこれを
論証するために非婚化に影響を及ぼした主要な時代的流れをキーワードに、戦後日本
を「家族の時代(1945‐1970 年代)」、「シングルの時代(1980‐1990 年代)」、「ケアの時代
(2000 年以後)」に区分して議論する。
家族の時代が非婚の形成と非婚第一世代の登場に特徴づけられるならば、シング
ルの時代は非婚者の増加と変容、そしてケアの時代は非婚とケアの結合による非婚の
再構成をそれぞれ特徴としている。 本研究は多様な非婚者集団に対する現地での調
査に基づき、ジェンダー秩序における非婚者らの位置と非婚の意味の変化を究明する
ことを目的とする。もちろん、時代区分は絶対的なものではない。具体的な個人の例を
取り上げるとき、時代の分類は曖昧な場合が多く、また一人が複数の時代に重複して存
在するケースもある。それでもこのような時代区分は、非婚を通じて現代日本の家族関
係とジェンダー秩序の変化を観察するという本研究の目的遂行のために有用な枠組み
を提供してくれる。
敗戦後から 1970 年代末までの「家族の時代」は、皆が家族を形成していくなかで、
非婚者も家族に替わる何かを構築することが話柄となったという時代であった。日本で
初めて形成された非婚女性集団は、いわゆる戦争独身者たちであった。彼女らの登場
は、アジア太平洋戦争で多くの若い男性が戦死したことによる戦後の結婚難と、戦後近
代家族の普及による結婚適齢期規範の強化を背景としていた。戦後日本において、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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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たちは「売れ残り」と呼ばれ、厳しい社会的軽視と差別の対象となった。これら第一世
代の非婚者たちは「独身夫人連盟」を結成し、対抗的公共圏を創出しながら闘争を繰り
広げ、これをもとに非婚女性同士の緊密なつながりを形成した。本研究ではこれらの紐
帯関係を斎藤純一の「親密圏」の概念を借用して分析し、彼女らが結婚と家族の外で構
築した“自立”を根幹とした代案的女性性の意味に注目する。
「シングルの時代」は 1980 年代から 2000 年に渡るおよそ 20 年間を指すが、この時
期に男女の非婚者がいずれも飛躍的に増加した。マクロな視点からは、この時代は冷
戦終結とグローバル化を背景に日本の戦後体制が崩壊する過程と規定することができ
る。本研究では、家族の絶対性が崩れ、非婚化・シングル化が進んだ時代という意味合
いから「シングルの時代」と名づけた。非婚化の引き金となったのは、バブル経済の崩壊
とグローバル化による雇用の流動化であったが、より根本的な原因は強力な性別分業に
基づく家族―企業システムの崩壊に見出だすことができる。
「家族の時代」と比較する時、「シングルの時代」の非婚女性をめぐる社会的状況は
改善された。戦争独身世代の女性たちが出生家族から放出された状態で成年期を迎え、
経済的自立を最優先課題としていたのに比べ、シングル時代の非婚女性は労働市場に
おける地位向上を図り、他人と異なる個性としての「非婚」を構築する機会を得た。これ
は一方では女性雇用市場の活性化とともに、女性の生涯設計が多様化するといった、
全般的な変化と流れを共にしていた。すなわち女性の人生のあり方が多様化する中で、
非婚もその一つとして市民権を得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しかし、「シングルの時代」に
非婚女性たちが失ったものもあった。何よりも、社会集団としての非婚者のアイデンティ
ティの弱体化が挙げられよう。「家族の時代」の非婚女性たちが独身夫人連盟をはじめ
とする団体を創設し、社会集団としての地位獲得のために尽力したことに比べ、「シング
ルの時代」に増加した非婚女性たちは、“非婚の娘”という形で近代家庭の中に包摂さ
れた状態にありながらより良い社会的地位を獲得するための個人的な努力に打ち込ん
だ。これにより、非婚であることに内包されていた家族主義社会に対する抵抗という意味
合いは色あせ、替わりに“個性”が登場したのである。つまり、普通に結婚する人たち
とは違った個性としての「非婚」が浮上し始めたのだ。 これは非婚女性たちが 1980 年
代以降大衆消費社会の主役として浮上し、消費者としての非婚女性のイメージ強化に
つ ながった 。労 働者 ・ 消費 者 と しての非 婚女 性の女 性 性は 「強 調 された女 性性
(emphasized femininity)」として、主婦の女性性に対する対抗的性格も含んでいた。しか
し、結婚からの自由に現実的意味合いを付与すべき労働市場での地位保障が依然とし
て不十分なままであり、またセクシュアリティからの解放を伴なわなかったため、非婚女
性の女性性はジェンダー秩序の変化をもたらす革新的な流れにはつながら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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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アの時代」は 2000 年を基点に現在に至る時期を指している。介護保険制度が
発足した 2000 年以降を中心に、家庭内における年配者のケアの分配をめぐる子の世
代間のダイナミズムに注目し、社会集団としての「非婚」の再構築にアプローチする。こ
のことは、少子高齢化の人口変動にあり、年配者のケアが社会的課題として浮上するな
かで、非婚者である子がその役割を担う者として名指しを受ける過程が、21 世紀におい
て非婚の問題の重要な特徴となっているという本研究の問題意識を反映している。 こ
れ以前の非婚が女性を中心に構成されていたとすれば、相違するのは「ケアの時代」の
非婚が男女両方の非婚者を包括するという点である。年配者のケアが子の配偶者では
なく、実の子が遂行すべき義務であるとの認識転換が起こり、非婚女性だけでなく非婚
男性もが親の主な支援者となる場合も増加した。配偶者の両親に対するケアの規範の
弱体化が、配偶者をもつ子の実親に対するケアの規範弱体化をももたらしたのである。
ところがこのようなパラダイム変化は、家族主義社会において周辺化された集団である
非婚者をさらに周辺へと追いやるシステムとして作動している。
一方、親のケアが子の生涯に及ぼす影響は、ジェンダーと婚姻の是非によって異
なる。まず、“非婚の娘”が親の世話をする確率が明らかにに高かった。子の世代のうち、
親の世話人として適合度の高い順に並べると、（1）非婚の娘、（2）既婚の娘あるいは非
婚の息子、そして（4）既婚の息子となった。「ケアの時代」に入り、 親の世話人として非
婚の娘の適合性が上昇しているのに対し、ケアの恩恵者である親をはじめ、他の家族に
対する権限やケアを提供することに対する補償という側面において“非婚の娘”は依然と
して弱い立場に置かれていた。その一方で、非婚の息子が既婚の息子よりも親の世話
人としてふさわしいとみなされる現状は、ヘゲモニー的男性性(hegemonic masculinity)を
中心としたジェンダー秩序の作動という観点から扱われるべき問題である。つまり非婚者
が親のケアに動員され社会的に周辺化される状態は、家族主義の帰結であるというより
は、不足する“女性”に替わる新たなケアの提供者を生み出すある種の統治技術による
影響が大きい。これは非婚者を共同体における非生産的な集団とみなし社会的烙印を
押すという、人口危機言説とジェンダー秩序の作動という観点から把握できる。このよう
な理由から、非婚者に対する社会的排除と抑圧を是正しようとする動きは、戦後構築さ
れた社会システムやジェンダー秩序の再編の問題につながる。
この研究は、戦後日本における非婚者の増加という現状を分析するうえで、近代家
族の解体または家族の個人化という視点からのアプローチの限界を指摘し、非婚者集
団形成の歴史的な脈絡と、非婚者が社会集団として周辺化されている現実に注目しな
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これはまた、婚姻関係の有無だけで非婚者を区分けし、非
婚者の結婚に関する意識を中心に「非婚」の内容を規定してきた従来の研究の限界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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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える試みでもある。 非婚は単に意識や選択の問題ではなく、一方では教育の機会、
労働市場の状況、各種制度と政策などの物質的条件によって規定され、他方では近代
家族をめぐる言説と、イデオロギー的なジェンダー政治によって構成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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