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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연령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령을 

하나의 독립변수가 아닌 여러 관련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또 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어 기존 출산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접근법에서 벗어나 거시적 접근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늦는 집단인 고학력 기혼 여성이다.   

연구참여자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조사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출산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 27명을 모집하였다. 자료분석은 

Glazer(1992)가 제안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이론화한 후,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출산시기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직면하는 사회심리적 문제는 ‘주어진 

역할사이에서 갈등’ 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 갈등 해소’ 라는 

구조조절 전략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연령은 자녀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내용을 분석한 

연령의 의미를 정리하면, 1)생물학적 이유: 출산제한시점, 2)생물학적 이유: 

출산적합시점, 3)자녀와 부모의 연령차이를 고려한 시기, 4)배우자 은퇴시기를 

고려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시기, 5)계획하는 자녀수를 고려한 

자녀출산시기, 6)체력적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시기, 그리고 7)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생물학적(biological)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이 일정 연령을 넘으면 신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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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져서 임신과 자녀출산에 어려움이 생기고, 출산 후에도 자녀와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생물학적 이유는 

신체적으로 자녀를 낳기 좋은 시점을 의미하는 ‘출산적합시점(birth optimal 

timing)’및 어느 시점까지 자녀를 출산을 해야 한다는 ‘출산제한시점(birth 

limiting timing)’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출산적합시점으로 언급되는 

연령은 27~32세이지만 ‘빠를수록 좋다’는 식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반면, 

출산제한시점으로는 35세라는 특정 연령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연령 

기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의학계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근거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규범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35세 전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출산시기를 앞당길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이행되는 

기간(연애기간)을 줄이기도 한다. 반대로 35세 이후에는 출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가족가치관과 사회 내 자리하는 여성의 특정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에게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두 명의 자녀를 희망하데, 생물학적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최대 3~4년에서 최소  2년이다. 따라서 초산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지연되어도 원하는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은 28.9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출산제한 

연령인 35세까지는 약 6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 때문에 최근 초산연령의 

상승이라는 속도(tempo)의 효과가 출산아수 감소라는 양(quantum)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질적인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초혼연령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출산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세와 가까워지면 여성들은 

연령규범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확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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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규범과 계획자녀수로 인해서 초혼연령이 일정 부분 상승하더라도 출산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초혼시기가 더 늦어지면 오히려 반대로, 

연령규범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의 몇몇 연구들이 

계획자녀수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더 이상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결혼 연령이 더 상승하게 

되면, 다시 결혼시기의 변화(tempo)가 출산율(quantum)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정책에서 결혼 연령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출산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출산, 연령규범, 질적연구, 근거이론, 출산시기, 출산간격, 사회규범 

학   번 : 2008-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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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에게는 임신·출산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존재하는데, 15~49세를 

가임연령이라 한다. 가임기 여성을 모집단으로 합계출산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출산율 변동을 설명할 때 중요하다. 가령, Ryder(1980)는 양(quantum)보다 

속도(tempo)의 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여성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산시기가 늦어지면 그 만큼 출산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 이후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대부분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설명된다(Jones, 2007).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혼외출산율이 가장 낮아서 1  결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김승권, 2004; 이성용, 2006; 진미정 & 정혜은, 2010). 

그러나 1~2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지금의 저출산 환경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양(qutuam)이 오히려 시기(tempo)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은기수b 2001).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을 기점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최근까지 1.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 게다가 과거보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가치관이 약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1~2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1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비율은 1.5%로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같

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2.0% 이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20%가 넘었다. OECD국가 

평균은 36.3%였고 아이슬란드는 64.1%로 제일 높았다.(OECD, 2011) 

2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기록한 이

후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13명, 1.2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

타났다.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으로 조금 다시 낮아졌지만, 2010년 1.24명으로 다

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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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김정석, 2007; 김혜영, 선보영, & 김상돈, 2010)에서 여성이 임신 할 수 있는 

49세 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출산하면 된다. 

이렇듯 최근 저출산 상황에서 초혼연령과 출산시기와의 관련성이 과거보다 적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출산 통계나 관련연구에서 여전히 여성의 

연령과 출산 행태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첫째, 출산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경제 위기 전인 

1996년 25.4세이였다가 경제 위기 이후인 2001년에는 26.8세, 그리고 2010년에는 

28.9세로 3.6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첫째아 평균출산연령은 1996년 

26.7세에서 2010년 30.1세로 3.4세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둘째자녀 평균출산연령은 3.1세, 셋째자녀는 2.3세 넷째자녀는 1.5세 증가하여 

출산순위가 높아지면 출산연령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만큼 초산연령은 상승하였지만, 출산순위가 높아지면 출산간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통계청, 2000~2010a). 

둘째, 출산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다. 2010년 30~34세 여성 집단에서 천 

명당 112.4명을 출산하였는데 이는 20~24세 16.5명, 25~29세 79.7명을 합친 수 

보다 더 많았다. 또한 35~39세는 32.6명으로 급격하게 출산수가 줄었는데, 이는 

25~29세 여성의 출산수의 절반 수준이다.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해서 30~34세 

연령대에서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는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35세 이후에서 

30~34세 집단보다 출산수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25~29세의 여성들보다 출산수가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현상과도 비교된다. 예를 들면, 2006년 

평균초산연령이 30.0세 였던 영국의 연령별 출산아수는 천명당 20~24세 70.2명, 

25~29세 94.3명, 30~34세 92.8명이다가 35~39세는 44.9명으로(2000~2005년 

기준) 줄어들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35세이후의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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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2009).  

셋째, 초혼연령에 따라서 첫째자녀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과거 

은기수(2001a)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결혼한 여성 집단에서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았지만, 1970~80년대에 결혼한 

여성들에 비해서는 그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민희철(2009)의 

연구에서도 초혼 연령이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이와 반대로 다시 결혼연령에 따라 첫째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현주와 김은지(2011)는 

사회와 개인 요인들에 따른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출산에 대한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결혼을 24.7세 이전에 한 여성들은 결혼 후 첫 

자녀를 임신하는 기간이 길었지만, 24.7세를 기점으로 결혼 한 사람들의 첫 

임신까지의 시기가 더 앞당겨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출산행태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과거 

연구들에서는 출산시기의 변화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소득, 직업, 취업유무 등의 경제적 요인이나, 거주지역, 교육수준, 성별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결혼가치관, 가족가치관,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요인, 출생순위 

등의 문화적 요인들이 그것이다. 특히 경제적 요인은 소자녀를 선호하는 

자녀가치관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결혼시기를 늦추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assve, Billari, & Spéder, 2004; Frejka, 2008; Philipov, 2008; 김혜영, 

2008; 최숙희 & 김정우, 2005).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다(Goldstein & Kenney, 2001; 

Oppenheimer, 1988; 류기철 & 박영화, 2009). 길어진 교육기간만큼 결혼시기도 

늦어졌다. 또한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인해 사회진출이 많아졌고, 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처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얻는 기회나 이득이 많아지면서 

경력단절이나 경제적 손해로 직결되는 자녀출산을 줄이게 되었다(Golds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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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y, 2001).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과 출산에서 가장 

취약하며, 앞에서 지적한 초혼연령, 출산간격 현상이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0년 기혼여성들의 교육수준별 초혼연령을 비교해보면, 대졸이상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은 26.2세, 고등학교 졸업 24.5세, 중학교 졸업 이하 21.9세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2010b). 한편, 1,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수준에 따라 첫째자녀 출산까지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대학원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29세 이상의 여성은 첫째자녀 출산까지 

15개월이 걸린 반면, 25세이하는 26.6개월이 걸려 약 11.6개월의 차이가 났다. 

이는 각 연령대별로 4년제대학 3.1/5.2개월, 2/3년제대학 5.2/6.2개월, 고등학교 

이하 3.5/4.3개월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 출산행태의 변화가 가장 심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초혼시기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출산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이들 여성들이 높은 연령이라는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까지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출산간격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연령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국내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연구들에서 출산시기의 변화를 

단순히 결혼시기 연장의 결과로만 보았기 때문에 연령은 하나의 통제 변수로만 

다루어져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새로운 현상을 탐구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전히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상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현재의 

출산현상을 접근하는 것은 변인과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새로운 현상에 대한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Kelly, 1993). 

따라서 최근의 출산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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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늦고 취약한 집단인 고학력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시기와 연령과의 관련성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서(A. Strauss & 

Corbin, 1996) 출산시기에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를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최근의 출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연구나 관련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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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시기에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동안 출산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양적연구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예/아니오’ 질문으로 이루어진 폐쇄형 문항과 강제선택, 그리고 리커트 척도 범주를 

이용한 상태 측정은 매우 제한된 형태의 자료만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그 의미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로부터 도출한 결과는 수량적 척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행동의 주관적 태도를 설명하는데 많은 오류를 일으킨다(Kelly, 1993). 가령, 

‘결혼적령기’ 같은 규범을 파악하려할 때 설문지를 통해서는 그 존재여부 이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규범의 특성을 가지고 이를 

설문지로 계량화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Eysenck, Pearson, Easting, & Allsopp, 

1985; Brienna Perelli-Harris, 2005; Richard A Settersten & Gunhild O 

Hägestad, 1996; 이금룡, 2005) 역시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출산시기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기존의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언급한 양적 연구들의 단점과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연구 대상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Mason, 2002) 본 연구에 적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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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를 기존의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연령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그것이 연령이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중층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출산 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성’과 ‘적합성’을 가진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결혼과 출산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하였다.  

이상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학력 기혼여성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녀출산시기를 결정하는가? 

 

출산과정은 개인에 따라서 다른 듯 보이지만 일정한 행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각 요인들이 작용하는 정도는 개인들이 처한 현실적 맥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성들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자녀출산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결혼연령, 경제상태, 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공통적인 행태를 포착하여 이를 이론화 시킬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령이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자녀출산과정에서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위의 과정에서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이 자녀출산결정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 본다. 나아가 연령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사회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하는지, 실제 출산과정에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함께 고려(통제) 함으로서 



8 

 

연령의 의미와 확고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출산시기과정에서 

연령을 왜 고려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연령이 지금의 출산력과 관련이 있는가?  

  

전술하듯,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일정 연령대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특정 

연령을 넘긴 여성들의 출산의향이 낮다. 이는 여성의 연령과 출산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과 지금의 출산현상, 출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력 방향을 예측하며, 이에 기반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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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시기결정 요인 및 관련 외국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배경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 사용의 필요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 연구절차와 자료수집과정을 설명하고, 본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연구문제1]의 해결을 위해서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여 

자녀출산시기결정과정을 이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령이 출산시기결정에서 

고려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후 자녀출산시기 이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준으로 작용하는 양상과 그 형성과정을 알아보았다[연구문제2]. 

또한 이 연령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확고하게 형성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출산시기결정과정과[연구문제1] 

출산시기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연령의 의미[연구문제2]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연구문제3]. 또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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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배경 
 

1. 우리나라 출산시기결정 요인 
 

우리나라의 출산과정은 대부분 ‘결혼 -> 첫째자녀출산 -> 둘째자녀출산(혹은 

포기) -> 추가출산(혹은 포기)’ 순으로 이어진다. 결혼연령의 변화는 곧 

출산연령의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첫째자녀출산연령은 초혼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그림1> 에서 보듯이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6년 25.4세에서 2010년 

28.9세로 3.5세 증가하였는데, 여성의 평균초산연령 역시 같은 기간동안 초혼연령 

증가와 비슷하게 3.4세 높아졌다. 대부분 1~2명의 자녀를 계획하는(김혜영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 첫째자녀 출산은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김정석, 

2007)볼 수 있기 때문에, 초혼연령 상승이 첫째자녀출산연령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외국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그로 인한 성역할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것이 여성들이 결혼시기를 늦추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결혼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첫째자녀출산시기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Goldstein & Kenney, 200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역시 자녀출산을 늦추는 이유로 

나타났다(Mah, Ng, & Wong, 2011).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얻는 이득이 

결혼시장에서 선택결혼(assortative marriage)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Oppenheimer, 1988).  

 



11 

 

 

그림 1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녀출산은 단순히 가족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투자와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다(신윤정, 2008). 결혼한 여성이 한두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미루거나 결혼으로의 이행을 

늦추는 것이 여성에게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 결혼 연령 상승의 이유는 앞서 

설명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류기철 & 박영화, 2009) 과 취업기간의 증가(최새은 

& 옥선화, 2003) 이외에도 남성의 경제적 여건 악화(김영혜, 2003; 신효영 & 

방은령, 2009), 주택가격 상승(이상호 & 이상현, 2010) 등을 들 수 있다. 

첫째자녀출산시기를 결정하는 요인들 역시 결혼 결정 요인과 큰 차이가 없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연령 요인이 작용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1997년 전국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결혼 연령에 따른 출산간격을 살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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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수(2001a)의 연구에서는 결혼 시기별 집단(-1979년, 1980~84년, 1985~89년, 

1990년 이후)을 구분하여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결혼한 집단은 이전 시대에 결혼한 집단과 유사하게 결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첫째자녀의 출산시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결혼 연령에 따른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차이는 이전 세대보다 줄어들었다(민현주, 2007).  

민희철(2009)의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에서는 결혼 

연령이 첫째자녀출산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여성의 임금과 배우자 소득수준이 

결혼 후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대신, 

여성 임금의 20% 증가는 표본 중 50%가 출산을 완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첫째자녀출산을 2개월, 둘째자녀출산을 1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소득이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는 첫째자녀출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둘째자녀출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이 

첫째자녀출산 시기에 미치는 영향,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둘째자녀출산 시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첫째자녀가 여아일 때 둘째자녀출산 확률은 모두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희철의 연구에서 남아선호가 둘째자녀출산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진미정(2008)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박수미(2008)의 ‘둘째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연구에서는 첫째자녀가 여아인 경우 둘째자녀 출산의향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미(2008)의 같은 연구에서 대상자를 취업여부로 계층화한 분석 결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분담률이 둘째자녀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미취업 여성은 둘째자녀 출산을 앞당겨 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재취업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출산간격이나 출산시기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있으며, 대부분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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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다. 이는 1.2명이라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기혼자들의 저출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혼으로 인한 출산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진미정 & 정혜은, 2010). 앞서 살펴 본 것 처럼 

결혼한 여성은 대부분 2명의 자녀를 희망하며, 각 출산순위는 앞 출산에 영향을 

받는다.  

민현주(2007)의 ‘엄마의 취업과 자녀터울에 관한 동태적 분석’은 한국노동패널 

1998~2004년 자료를 이용해서 첫째자녀출산 후 둘째자녀 임신 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자녀출산 이후 여성의 취업은 둘째자녀출산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이 긴 여성일수록 출산간격을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여성과 첫째자녀 출산시기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더 빨리 둘째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자녀순위와 상관없이 여성의 연령이 다른 경제적 요인보다 

출산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간격이 

결혼연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현주와 김은지(2011)는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 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에 따른 

첫째자녀출산과 둘째자녀출산에 대한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 후 첫째자녀출산까지 약 15개월이 걸리는 반면, 첫째자녀출산에서 

둘째자녀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9개월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결혼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했을때는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결혼을 24.7세 이전에 한 여성들은 

결혼 후 첫째자녀를 임신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었지만, 24.7세 이후에 결혼 한 

여성들은 첫째자녀 임신까지의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2007-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N=3,474) 와도 일치한다.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첫째자녀출산까지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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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당시 연령이‘25세이하’인 여성이 

첫째자녀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21.9개월, ‘26~28세’는 19.2개월, 

‘29세이상’은 18.6개월 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26세이하 대학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에서 26.6개월이 걸리는 반면, 29세이상 대학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에서는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고등학교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들 집단에서는‘25세이하’에 결혼한 여성이 첫째자녀출산까지 

22.3개월이 걸린 반면‘29세이상’인 여성은 18.5개월로 그 차이가 훨씬 작았다. 

전체적으로 모든 교육수준별 집단에서 결혼연령이 낮을수록 첫 자녀출산으로 

이행되는 기간이 길었으며,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첫 자녀출산으로 이행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른 첫째자녀출산간격 

(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 1,2차년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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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2009)의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연구에서도 여성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연령에 의해서 자녀출산의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을 기점으로 출산율 회복기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출산현상에 개인의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자녀출산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한 이 연구는 모든 출산순위에서 모성의 연령과 출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35세 이상 여성은 35세 미만 여성보다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5세 이상의 여성이 자녀를 출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요건별로는 높은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 고용주 혹은 상용근로자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첫째자녀출산을 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경력을 중시하는 여성일수록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출산시기에 여성의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첫째자녀출산에 비해 둘째, 셋째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편이다. 

첫째자녀출산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둘째, 셋째자녀출산시기는 그만큼 늦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초혼연령은 1996년에 비해서 2010년 

3.5세 증가하였고 첫째자녀 평균출산연령은 이와 비슷하게 3.4세 증가하였다. 

하지만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평균출산연령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둘째자녀 

평균출산연령은 3.1세, 셋째자녀는 2.3세 그리고 넷째자녀는 1.5세 증가하는데 그쳐 

출산간격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5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집단은 25~29세였다. 이들은 천 명당 175.3명을 출산하여 20~24세 62.4명과 

30~34세 68.6명 35~39세 15명을 합친 출산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던 2000년과 2005년에는 20~24세, 25~29세 연령대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에, 30~34세 출산율이 1995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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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시기의 출산율 하락은 20대의 여성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0년에는 20~24세 여성이 천명당 16.5명, 25~29세는 

79.7명으로 20대의 출산수는 더욱 줄었지만, 30~34세 여성의 출산수는 

112.4명으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합계출산율이 30~34세에서 출산이 집중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35~39세 출산율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연령별 출산율변화 (1995~2010년)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앞에서 살펴본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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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기를 늦추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출산간격이 줄어들고 특정연령대에서 

출산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위의 요인들만으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최근 박다은과 유계숙(2011)의 연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출산결정과정에서 ‘노산’과‘불임’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6-2009년 사이에 결혼을 했거나, 최소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을 가진 서울·경기도 거주 여성 393명을 조사한 이 연구는 조혼과 

만혼 여성들에서 둘째자녀출산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한다. 그 결과 

만혼여성은 조혼여성에 비해서‘첫 자녀에 대한 노산 및 불임 우려’와 ‘첫 

자녀출산을 통한 행복한 가족형성 욕구 및 부모역할수행 자신감’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자녀 조기출산 요인 역시 ‘둘째 자녀에 

대한 노산 및 불임 우려’가 첫째자녀 출산시기, 둘째자녀 출산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초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기가 늦은 집단이 빠른 집단에 비해서 자녀 출산 결정시 ‘노산 및 

불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yder, 1980; 민현주, 2007; 민희철, 2008; 박다은 & 유계숙, 2011; 박수미, 

2008; 은기수, 2001a, 2001b, 2005; 진미정,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008)



18 

 

2. 외국선행연구 
 

이와 같이 출산간격을 결정하는 데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서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초저출산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출산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출산을 

마쳐야 하는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에서 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 연령(Social age deadlines)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기준이 되는 연령을 비교한 연구(Billari et al., 2011)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사회적 연령은 생물학적 혹은 신체적 

제한시기(Biological or physiological deadlines)의 의미를 내포하며, 일반적으로 

출산제한연령(age limitation for childbearing)을 가리킨다. 연구자는 유럽 25개국3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자료를 

이용해서 자녀출산제한 평균연령과 그 인지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여성(96.4%)과 남성(90.2%) 모두에게 

임신제한연령(Maternal age deadline)이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기준평균연령은 성별·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평균 41.7세(SD=5.2), 

남성은 47.3세(SD = 7.6)를 출산제한연령으로 응답,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연령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 비해서 출산제한연령기준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별 출산제한연령기준은 지역별로 유사성을 보이며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아일랜드(42.2세), 영국(42.6세), 프랑스(42.1세), 포르투갈(42.8세) 그리고 

스페인(42.9세)과 같은 남유럽국가들과 에스토니아(43.4세), 스웨덴(42.6세), 

                                         

3 조사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

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이나,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루마니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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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42.6세) 그리고 라트비아(44.5세)와 같은 발칸해협을 둘러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출산제한연령이 유럽 평균(41.7세)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독일(41.6세)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슬로바키아(40.9세), 네덜란드(40.8세), 

벨기에(40.7세), 폴란드(40.8세), 헝가리(39.3세)는 유럽평균보다 낮은 연령 기준을 

보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문화적 차이로 해석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조사대상자 90%가 출산제한연령을 

40.4~41.4세로 응답한 반면 프랑스지역 조사대상자의 70%는 40세 이하를 

출산제한연령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oulemon & Leridon, 1999).  

이와 같이 서유럽의 출산과 연령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생물학적 

측면(biological)에서 출산이 가능한 연령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서유럽에서 

출산간격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전통적인 출산 

행태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혼외출산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는 생애사적 사건(events)이 이행되어야 하는 시점이 존재하는 

여부와 그 기준연령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Settersten와 Hagestad(1996)는 

사회적 역할로서 연령이 사람들에게 내재되는 시기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중인 18세 이상 31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집에서 

독립해야하는 시점(Leaving Home)’,‘집에 돌아 와야 하는 시점(Returning 

Home)’,‘결혼시점(Marriage)’,‘부모가 되야 하는 시점(Parenthood)’, 

‘출산을 마쳐야 하는 시점(Completing Childbearing)’ 그리고 ‘조부모가 되야 

하는 시점(Grandparenthood)’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생각하는 제한연령과 그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결혼시점’과‘출산을 마쳐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인지하는 비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마쳐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6%가, 결혼시점에 대해서는 82%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연령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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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고, 출산을 마쳐야 하는 시점은 여성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평균 제한연령은 남성 27.89세, 여성 25.94세, 부모가 되어야 하는 

제한연령은 남성 29.88세, 여성 28.84세 였으며, 출산을 완료 해야 하는 

제한연령은 남성 44.19세, 여성 39.08세로 가장 두드러진 성별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이 다른 사회적 행위보다 이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연령이 더 

강력하게 존재하고,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제한연령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더 낮은 기준 연령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 출산과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출산을 마쳐야 

하는 시점이나 연령이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출산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와 그 작용원리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런식의 

접근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적인 출산행태를 보이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폴란드(Mynarska, 2010), 우크라이나(B. Perelli-Harris, 

2005) 그리고  슬로바키아(Potančoková, 2009)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연령이 일종의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하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여준다. 

폴란드는 출산행태와 관련된 요인들이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하다. 그러나 

연령별 합계출산율(Age-specific total fertility rate)을 살펴보면, 1989년 

첫째자녀출산 연령은 30세 이하 93.7%, 31~32세 2.6%, 33세 이상 3.7%, 

2004년에는 30세 이하 91.3%, 31~32세 4.4%, 33세 이상 4.3%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은 개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30세경까지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를 가질 확률이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행태가 유지되는 데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폴란드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했고, 경제악화와 함께 직업안정성이 약화되었다.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남성에 비해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들이 일찍 자녀를 출산하는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폴란드는 초혼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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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만큼 초산연령이 상승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유사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주변 동유럽국가들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5년동안 3.2~3.8세가 초산연령이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폴란드는 초산연령이 2.3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이른 출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연령규범(age norms)을 꼽았다. 연령규범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낳기 좋은 연령(fertility optimal age)과 출산 가능한 

연령(fertility limit age)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24~26세를 자녀를 낳기 좋은 

연령으로, 30세를 출산을 마쳐야 하는 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령기준을 넘기면 임신이 어렵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존재하며, 따라서 특정 연령 전에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은 자녀출산과정에서 연령규범을 어김에 따라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생물학적 불이익을 다른 요인들(특히 경제관련 요인)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규범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고려되는 이유는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자녀출산이나 불임과 같은 생물학적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를 

직접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은 이를 더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이유 외에도 부모의 연령이 높을 수록 자녀양육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들고 자녀와의 관계와 교감하는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도 연령규범의 이유로 

꼽힌다. 이는 30세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나 출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폴란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이상의 여성은‘노처녀(Old maid)’로 일컬어지며,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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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연구의 모델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연구(B. Perelli-Harris, 2005)를 

살펴보면, 우선 구소련 체제 붕괴이후 지속적인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1980년과 1998년 사이 GDP는 60%가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12%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1985년 2.06 이였던 합계출산율은 1991년을 기점으로 매년 0.1씩 

하락하다가 2000~2002년에는 1.1 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출산율 변화에 

비해 출산연령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초산연령은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22.2~22.3세, 1999년 22.7세, 2000년 22.8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출산평균연령(the mean age at child bearing)은 1986년 25.4세, 1997년 

24.6세로 오히려 낮아졌다가, 2000년에 25세로 다시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는‘결혼’과 ‘출산’시점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빠른 

편이었지만, 이렇듯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출산연령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고령출산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을 기준으로, 

첫째자녀출산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교육수준(secondary school or technical 

school)을 가진 사람은 1.02년, 전문대학(additional technical or post-

secondary)은 1.58년, 대학졸업자는(secondary education) 3.04년 늦춰졌다.  

포커스 그룹(focus-group)면접 역시, 연구대상자들이 결혼에서 첫째자녀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7.3개월로 굉장히 짧은 이유를 늦은 나이의 출산이 

의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연구(Potančoková, 

2009)에서도 역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한 연령이 자녀출산시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슬로바키아의 수도 Bratislava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방법을 

통해 출산을 미루는 이유와 여건에 대해서 다룬 연구에서 출산시기의 빠름, 적합 

그리고 늦음의 시점과 연령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자녀출산시기에 적합한 

연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 Settersten & G.O. Hägesta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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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방법의 활용  
 

질적연구에는 여러 연구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거이론, 내러티브, 현상학, 

문화기술지 그리고 사례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다섯가지 접근법 모두 연구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질문, 자료, 자료분석, 연구보고서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연구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연구설계, 자료수집, 분석방법 등의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다(Creswell, 2007).  

각 연구방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생애를탐색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상학은 경험의 본질을, 근거이론은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또 문화기술지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기술하고 해석하는데, 사례연구는 단일사례나 여러사례에 대한 

심층 기술과 분석을 전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각 방법들을 선택할 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같은 주제나 자료를 가지고도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연구 방법을 달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법이 중복될 수 있다. 가령, 연구대상자가 한 개인이라면 내러티브 연구, 

사례연구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출산시기 결정시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작용하는 이유와 그것이 

얼마나 출산시기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것이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이란 하나의 변수를 이용한 분석 보다는 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시기결정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심리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과 관련된 

연령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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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출산결정은 결혼시점으로부터 

시작되서 ‘결혼 → 첫자녀출산 → 둘째자녀출산(추가출산)’이라는 시간 흐름을 

따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겪는 경험에 대한 연구보다는, 결혼시기 

변화와 관련된 접근이 대부분이다. 또 최근의 관련 통계나 연구에서 기존에 영향을 

주던 변인들의 관련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변수들을 이용한 검증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수준, 결혼시기, 그리고 관련 변인들 간 관련성의 변화가 

관찰되는 이 시점에서 출산시기결정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목표하는 연령의 의미는 출산시기결정과정 파악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그 의미의 형성과정을 포착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해서 

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적합해 보인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현상을 일련의 체계적인 귀납적 접근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에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밝히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A. Strauss & Corbin, 1996). 한마디로 자료에 근거한 이론정립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거이론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과정은 시작과 결말, 

선행조건과 결론, 즉 인과관계를 함축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숨겨진 과정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4 . 또한 이 방법은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요시 하며, 삶에 대한 가변성과 복잡성, 즉 변화(change)와 

과정을 강조한다.  

근거이론을 발전시킨 Corbin과 Strauss(1990)에 따르면, 근거이론에서 이론은 

                                         

4 이 부분은 근거이론이 가지는 특성들로 인해서 명확해진다. 근거이론은 다른 연구방법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근거이론은 과정과 궤도에 초점을 맞추고 분명한 단계와 국

면을 가지게 된다. (2)근거이론은 행동과 변화를 나타내는 동명사를 사용한다. (3)근거이론은 

핵심변주나 범주, 기본적인 사회 과정 혹은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과정을 포함하며 이론의 단

계와 함께 엮어간다. 그리고 (4)근거이론은 추상적이다 왜냐하면, 모두 이론이기 때문이다

((Schreiber & Ster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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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가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귀납적으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자료는 일대일 면접, 집단면접, 혹은 참여관찰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 후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모델로 완성된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 다만 개념과 관계 

진술 등 서술적인 자료를 통합하는 만큼 중간범위(mid-range)의 이론이 

생성된다(Schreiber & Stern, 2001). 본 연구에서는 자녀출산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처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근거이론 모형을 만들고 자녀출산결정과정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분석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원래 근거이론 방법은 1967년 Glaser와 Strauss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으나, 

두 연구자가 각각 다른 형태로 분석방법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상이한 두 

분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은 타당한 선택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Wilson & Hutchinson 1996; 최귀순(2005)에서 재인용).  

문제는 분석방법을 선택하는 데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두 분석방법 

간에는 연구주제선정 방법, 면담질문 방법, 문헌고찰 시점, 분석과정에 대한 기술적 

차이가 분명하다(Cutcliffe, 2000; Douglas, 2003; Heath & Cowley, 2004; Mills, 

Bonner, & Francis, 2008). 대부분의 연구들자은 두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Glaser의 근거이론방법이나(주혜주, 

2008)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해서(이명선, 2003) 사용하는 연구 보다는 Strasuss & 

Corbin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Strauss & Corbin 방법이 이론 개발이라는 근거이론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West, 2001). 축코딩과 패러다임으로 

대표되는 이 방법은 초보 연구자들로 하여금 근거이론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에서 나타난 현상을 틀에 맞춰 해석하게끔 하는 한계를 

지닌다(Thomas & James, 2006). 틀에 맞출 수 없는 연구문제나 상황을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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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맞추는 것은 현상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Glaser(1992)는 

이 방법이 이론을 생성하기 보다는 재해석 정도에 그치고 있고, 중심현상이 

과정이나 분절된 상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Glaser 

방법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는 편이다(김인숙, 2011). 이것은 그의 분석방법이 

Strauss & Corbin 의 방법에 비해서 해석과 분석에 대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코딩으로 대표되는 Strauss 와 Corbin의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적코딩(selective coding) 

순서로 분석, 유연성이 낮은 편이다. 축코딩은 인과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조건(context condition), 중심현상(core category), 중재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로 구성된 

일정한 분석 틀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Glaser(1992, 1998)는 축코딩 대신 이론적코딩(theoretical coding)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코딩은 18개의 이론적 코딩 방법 중에서 연구자가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자료에 적합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새로운 이론적 코딩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석 과정에서 이론적 속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한다는데 있다. Glaser 방법은 그러나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한 

분석방법을 제외하고는 연구주제선정, 면담질문, 문헌고찰시점에서 Strauss & 

Corbin 의 방법에 비해서 더 엄격하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은 출산시기결정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시기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출산시기로 구분되며 각각의 결정과정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첫자녀출산과 추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한 시점뿐만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파악된 만큼, ‘결혼 → 

첫자녀출산 → 추가출산’ 이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론적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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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낼 수 있는 Glaser(1992)의 근거이론 분석방법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연령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도출되어 출산시기결정과 연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rbin & Strauss, 1990; B.G. Glaser, 1992; Barney G Glaser, 1994, 1998; 

Barney G Glaser & Holton, 2004; Guba & Lincoln, 1981; Liamputtong & Ezzy, 

2005; Lincoln & Guba, 1985; A Strauss & Corbin, 1998; Wilson & Hutchin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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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과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출산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시기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연령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연령을 

포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확률에 의해서 대상자를 추출하는 것 보단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이 본 연구에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유의표본추출(purposiv sampling)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적절한 표본 선정을 위해서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첫째, 높은 교육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이 가장 늦는 집단인 석사과정 이상의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비(非)고학력 

여성을 일부 함께 모집하였다. 

둘째, 연구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자녀 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이다. 이는 최근의 

자녀출산 경험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다양한 결혼연령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여성들은 결혼과정 뿐만 아니라 

생애전반에서 연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연령의 

차이는 이들에게 출산행위나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결혼연령집단을 고르게 모집하였다. 직업의 상태는 제한하지 않았다. 기혼 

여성은 주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만을 담당하는 

전업주부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들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그밖에 전국에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이 가장 높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연구대상자의 조건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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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 모집은 우선, 연구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에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다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본추출방법(snow balling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모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이 

출산시기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고, 출산시기는 

결혼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 연령과 특성이 다른 

고학력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박사과정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연령별로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결혼 연령(30세) 보다 낮은 여성(26세 결혼), 높은 여성(32세 

결혼), 그리고 평균과 유사한 여성(29세 결혼) 두 명이었다. 이들에게 결혼시기, 

출산시기, 자녀 등 큰 범위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최대한 이들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면접 결과 이들은 자신의 연령에 의해서 결혼시기와 출산시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들 여성들이 다른 직장여성에 비해 양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등 시간가용성이 좋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후 

대상자 추가 모집시 결혼연령의 다양성과 함께 직업적 특성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고학력 여성은 직업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생집단(박사과정), 일을 하는 집단, 전업주부 집단이다. 이들 집단은 서로 

자녀출산 경험이 비슷하지만, 출산으로 인해 경험의 종류와 대처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자녀출산 이후의 행태에서 직업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고학력 여성 집단만의 특징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조군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업군별 비고학력 여성(대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들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모집과정에서 중복되는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 

일정 수 이상 모집되면, 해당 집단의 모집을 중단하고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모집의 중단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시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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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과정 
 

연구 설계를 한 후에 연구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구 배경과 모집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조건을 설명하고 이들에게서 적합한 사람들을 소개 받았다. 이 중 참여 

의향이 있는 대상자들의 간략한 정보(연령, 거주지, 자녀수, 결혼연령, 출산시기 

등)를 확인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인지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참여자 모집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면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면접조사에 앞서서 면접 대상자의 결혼, 자녀가치관 및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다. 

면접 조사 전날 까지 응답지를 받아서 면접대상자들의 적합성을 다시 확인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면접조사는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면접내용 녹음과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고, 특정질문에 

거절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였다. 이후 사전에 얻은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비구성적 방법 형태의 

심층면접조사(depth Interview) 를 수행하였다.  

면접조사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시간적 행위 순서에 따라 

‘배우자만남 -> 결혼이행과정 -> 첫자녀출산 -> 추가출산(혹은 계획)’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면접조사는 한 명당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도중에 참여자가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 면접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접조사가 끝난 후 참여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자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락처를 다시 한 번 

알려주었다. 면접조사는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6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종료 후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대상자와 전화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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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 질문 
 

질적연구에서는 면접내용 자체가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냐는 연구의 질(quaility)에 영향을 준다. Strauss와 Corbin(1998) 

그리고 Glser(1992, 1994)는 질문방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Strauss와 

Corbin은 면담 시작 시 주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하고, 관련 개념이 나타나면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를 묻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how)”와 

“만약~한다면(if)으로 구성된 질문 형태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Glaser는 

“만약~한다면”와 같이 상황을 가정하는 질문형태는 연구자의 선입견을 강화시키고, 

연구자의 생각을 참여자에게 내비춰 대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 때 연구참여자의 정확한 의도와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관계, 결혼, 출산, 자녀가치관, 역할에 

대한 가치관 등 출산 뿐만 아니라 관련행위, 각 역할에 대한 태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은 ‘~어떻게 (how)’ 를 사용하였다.  

 

-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계획하는 자녀수가 있나요? 

- 결혼해서 첫자녀출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녀양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둘째 자녀출산시기 결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회사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신가요? 

- 왜 그 시기에 출산을 하려고 하셨나요? 

-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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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 외에 추가질문 시 ‘만약 ~한다면(if)’의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첫째 자녀가 아들’, ‘자신의 나이가 많음’ 그리고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됨’을 이유로 언급한 연구참여자에게 만약 ‘첫째 

자녀가 딸’ 이었을 경우 둘째 출산의도가 달라지는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만약~한다면’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아보았다.  

 

- 첫째가 아들인데 만약 딸이었다면 그래도 한 명 낳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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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기혼 여성 27명을 

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참여자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총 27명으로, 연령은 28~40세 사이에 

분포해있었다. 28~29세 2명, 30~32세 12명, 33~35세 8명, 36세 이상은 5명이었다. 

결혼 당시 연령은 27~36세였고, 결혼기간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4개월에서 

9년 1개월까지였다. 결혼기간이 3년미만이 10명, 3~5년이 10명, 5년이상이 

7명이었다. 이들 중 자녀 1명을 가진 사람은 22명이었고, 2명의 자녀를 가진 

참여자는 5명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 1명, 2년제대학 졸업이 1명, 

4년제대학 졸업이 7명, 석사과정 이상이 9명 그리고 박사과정 이상이 9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원생 4명, 전업주부 6명(휴직중인 여성 1명포함), 직장인이 

17명이었다. 월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명, 300~400만원 미만이 4명, 

400~500만원 미만이 6명, 500~600만원 미만이 5명, 600~700만원 미만이 0명, 

700~800만원 미만이 2명, 800~900만원 미만이 2명, 900만원이상이 5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 특성 

참여자 나이 결혼기간 자녀수 교육수준 직업 
월가구소득 

(만원) 

1 32 3년 6개월 1명 석사 사회복지사 500 

2 32 4년 2명 석사 회사원 900 

3 37 1년 4개월 1명 2년제대학 간호사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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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 2년 7개월 1명 학사 사회복지사 200 

5 38 4년 8개월 1명 학사 간호사 500 

6 35 7년 8개월 2명 고등학교 간호조무사 400 

7 30 3년 7개월 1명 석사 연구원 400 

8 31 2년 5개월 1명 학사 은행원 460 

9 33 2년 8개월 1명 박사 전문의 1400 

10 32 4년 8개월 1명 석사 회사원 850 

11 31 5년 6개월 2명 석사 연구원 900 

12 39 7년 4개월 1명 박사 연구원 900 

13 34 3년 10개월 1명 학사 교직원 900 

14 35 7년 1개월 1명 석사 교직원 700 

15 33 2년 6개월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375 

16 28 2년 2개월 1명 박사수료 시간강사 450 

17 31 3년 6개월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200 

18 31 4년 1명 박사과정 시간강사 300 

19 40 9년 1개월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500 

20 33 2년 8개월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400 

21 29 2년 6개월 1명 박사과정 시간강사 560 

22 33 3년 1개월 1명 학사 전업주부 220 

23 31 5년 3개월 1명 학사 전업주부 450 

24 39 8년 5개월 2명 학사 전업주부 500 

25 33 3년 8개월 2명 석사 전업주부 350 

26 31 1년 6개월 1명 석사 전업주부 300 

27 32 1년 7개월 1명 석사과정 공무원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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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개인별 특성5 
 

참여자 1(만 32세)은 직장 동료와 약 1년 6개월 연애 후에 결혼했다. 당시 

참여자가 29세, 배우자가 31세였다. 자기 생활을 가져보고 결혼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하는 시기에 결혼을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자녀는 

신혼기간을 1년 정도 가진 후 가질 계획이었으나, 친정부모와 시부모 모두 참여자의 

나이가 많다고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하였고, 본인도 막상 신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니 자녀를 빨리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 후 6개월부터 

자녀 출산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서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불임 관련 검사를 받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자녀출산계획을 한 지 

1년만이었다. 두 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데, 첫째가 아들이어서 둘째는 딸을 

희망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자녀 두 명이 연령이 비슷해서 같이 자라는 것이 자녀들 

정서상 좋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참여자가 지금은 일에 더 전념하고 싶어서 2~3년 

뒤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다.  

참여자 2(만 32세)는 29세에 배우자를 만나 1년 3개월만에 결혼했다. 배우자의 

나이(당시 34세)가 많아서 빨리 결혼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신혼기간을 가진 

뒤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한 달 만에 임신을 하였다. 자녀를 가지면서 출퇴근 

하기 쉽고, 업무량이 적어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집 근처의 회사로 옮겼다. 

석사학력의 참여자에게는 경력 측면에서 손해였지만, 자녀양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자녀를 낳고도 계속 일을 하면서 첫째 출산 2년만에 둘째를 가졌다. 

계획하는 자녀수를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5  연구참여자들이 응답과정에서 결혼시기나 시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연령기준으로 구술하

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한국나이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만’ 나이는 따로 ‘만 00 

세’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결혼이 늦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한국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출산 시 고려하는 나이는 ‘만’ 기준으로 35살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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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만 37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38세에 결혼을 했고, 배우자는 

40세였다. 결혼은 늦춘 것이 아니라 늦어진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하자마자 

자녀를 가졌다. 아직 첫째를 낳은 지 6개월 밖에 안 됐지만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1년 이내 둘째를 가질 생각이다. 첫째가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는 딸을 희망한다.  

참여자 4(만 31세)는 28살 때 29살에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당시 소개로 만난 배우자와 두 번 정도의 데이트를 한 후 진지함 만남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만남을 가졌다. 연애 한 지 1년만에 결혼을 

하였고, 참여자는 29세, 배우자는 30세였다. 첫자녀는 결혼하고 1년후에 가질 

생각이었지만, 3개월만에 임신하였다. 둘째는 자녀 터울이 많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가질 계획이다. 첫째가 딸이기 때문에 둘째는 

아들을 희망하고 있다. 결혼 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지만, 출산 후 일을 

그만두었다. 최근에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참여자 5(만 38세)는 간호사로 주위에 여자들만 있고 숫기가 없어 연애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겠구나 생각하던 차에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서 6개월만에 결혼했다. 당신 참여자의 나이는 34세였고, 

배우자는 37세였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가지려고 신혼여행 날짜도 

배란기와 맞추었다. 하지만 임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약을 먹고 주사도 맞는 등 

병원 치료를 일 년 넘게 받았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으려 결심했을 때 임신에 

성공하였다. 자녀에게 형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첫째를 출산하면서 

너무 고생 하고 자신의 나이도 많다는 생각에 둘째 계획은 없다.  

참여자 6(만 35세)은 참여자 5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2년 

8개월 연애하고 29세에 결혼을 하였다. 배우자는 30세였다. 결혼 후 6개월부터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성공한 것은것은 10개월 만이다. 현재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더 이상 출산 계획은 없다.  

참여자 7(만 30세)은 27살에 결혼했다. 한 살 많은 남편을 소개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하였다. 결혼을 해도 무난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에 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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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결혼했다. 병원에서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계약직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데, 

자녀를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서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 

현재 자녀가 한 명이고 1년 이내 한 명 더 가지고 싶지만, 기흉이 발견되어서 

시기를 고민 중이다.  

참여자 8(만 31세)은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다. 결혼당시 참여자는 30세, 

배우자는 34세였다. 현재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자녀 출산으로 일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하는 배우자가 가사나 양육 모두 도움을 주지 않아서 

최근 다툼이 잦았다. 자녀를 생각해서 두 명의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도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과 혼자서 둘째도 돌봐야 한다는 걱정에 추가 출산 

시기를 못 정하고 있다.  

참여자 9(만 33세)는 전문의로 대형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동갑내기 의사인 

남편과는 선으로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당시 31세였는데 ‘늦은감’이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하였고, 실제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생각하면 일찍 자녀를 낳고 빨리 사회에 복귀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첫째를 낳고 1년 정도 휴직을 하였다. 지금은 

조선족 도우미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있다. 두 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데 둘째는 1~2년 이내에 가질 계획이다. 그 때도 다시 회사를 그만 두고 일 년 

정도는 자녀를 돌볼 계획이다. 이것은 참여자가 전문의료인으로 이직이나 재취업이 

쉽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참여자 10(만 33세)은 대학원에서 동갑인 남편을 만나서 10개월 연애후에 

결혼했다. 결혼 당시 29세였고 첫자녀 출산은 경제 활동의 이유로 3년 정도 

미루었다. 현재 맞벌이 중이지만 1년 이내에 자녀 한명을 더 가질 계획이다. 결혼 

전에는 본인과 남편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자녀를 낳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점이 많아 추가 출산은 최대한 미루고 싶어한다. 

그러나 너무 늦춰지면 출산이 힘들것을 염여하여  만 35세를 넘기지 않고 자녀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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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1(만 31세)은 대학교 1학년 때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서 8년 동안 

연애를 하였다. 연애를 오래해서 취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다. 계획이 없었으나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면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본인이 결혼을 일찍 한 편이어서 

출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다. 둘째는 첫째를 낳고 일 년 뒤에 

가지게 되어, 계획했던 자녀 모두를 낳았다.  

참여자 12(만 39세)는 33세에 결혼했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한 후 2~3개월 

이내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 9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다. 

본인의 나이가 많고, 남편과 참여자 모두 맞벌이를 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추가출산을 포기하였다.  

참여자 13(만 34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 30세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1년 

반 정도 연애 후 결혼 하였다. 배우자는 한 살 더 많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행복함도 느끼고 결혼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에게는 

빨리 결혼하라고 한다. 결혼 후 6개월 만에 임신하였는데 계획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피임을 하지 않았었다.  

참여자 14(만 35세)는 참여자 13의 회사 동료로 2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했다. 

결혼 당시 참여자는 28세, 배우자는 32세였다. 결혼 당시에는 이상적인 결혼시기가 

없었지만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혼 해서 가장 잘한 점은 자녀를 가진 것이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 

모두 자신에게 신비한 경험이었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관리하면서 임신을 준비했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3명인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3명의 

자녀가 있는 집이 화목해 보여서이다. 결혼 후 2년 6개월 만에 첫자녀를 가졌는데, 

이는 결혼해서 1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분가 이후 여행과 부부만의 시간을 보낸 뒤 자녀를 가졌다.  

참여자 15(만 33세)는 8년 동안 연애를 하였다.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1년 정도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결혼했다. 현재의 배우자가 미국생활을 반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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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나이(32세)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본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년 정도 있다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 자녀 한 명은 더 낳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지만 학업(박사과정) 때문에 추가 시기를 못 정하고 있다. 

만 35세를 넘기기 전에는 출산을 하고자 한다.   

참여자 16(만 28세)은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서 2년정도 연애 후 27살에 

결혼했다. 결혼 후 3개월만에 임신 하였지만 유산하였다. 그리고 곧 다시 임신에 

성공하여 첫자녀를 출산하였다. 결혼과 출산을 빨리 한 이유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당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자신이 아직 젊은 만큼 지금 하는 일(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둘째를 

가질 계획이다. 

참여자 17(만 31세)은 한 살 어린 배우자와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당시 참여자는 30세였는데, 여자 나이 30세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했다. 

결혼 후 1년만에 임신하였고 아들을 출산하였다. 결혼 전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이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 두 명만 계획하고 있다. 둘째출산시기는 미정이다.  

참여자 18(만 31세)은 29세에 지금의 배우자를 소개로 만나서 4개월만에 

결혼하였다. 이렇게 빨리 결혼 한 이유는 ‘여자는 30살 넘으면 결혼하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이다. 참여자와 배우자 모두 학생(박사과정)으로 경제 여건이 열악했지만 

장학금과 강의 등으로 번 돈을 아껴쓰면 결혼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였다. 

결혼 하고 신혼기간을 1년 정도 가진 뒤에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다. 둘째는 

여아를 희망하고 있다.  

참여자 19(만 40세)는 1년 연애 끝에 32세에 결혼하였다. 참여자는 자신의 결혼 

시기가 적합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본인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 시기가 자신이 

누군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삶을 꾸릴 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출산 역시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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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참여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복용중이었는데 출산이나 자녀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첫자녀 출산을 미루었다. 자녀는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서 추가 출산에 대한 계획은 없다. 

참여자 20(만 33세)은 배우자와 10년동안 연애하고 31살에 결혼하였다. 

사회에서 말하는 연령 측면에서는 결혼시기가 적합하였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좀 

이른 감이 있었다. 참여자는 연령보다는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자리잡고 

결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자녀는 결혼 2년 만에 가졌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태도여서 추가 출산 

계획은 없다.   

참여자 21(만 29세)은 대학교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27세에 결혼하였다. 

연애를 오래하였고 시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다. 

임신은 결혼 후 2년 정도 미루었는데 당시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서다. 하지만 

계획을 변경하여 국내 대학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자녀를 가졌다. 지금 양육과 

학업으로 인해서 추가 출산 시기를 명확하게 잡고 있진 않지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가질 계획이다. 주변에서 보니 엄마의 나이가 많으면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안 좋은 것 같아서이다. 

참여자 22(만 33세)는 1년 6개월 정도 연애 후 31세에 결혼하였다. 출산을 

생각했을 때 결혼이 늦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사회복지사였다가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 양육과정이 너무 힘들어 추가 출산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지만 

자녀에게 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 35살세를 넘기기 전에 둘째출산을 하려 

한다. 

참여자 23(만 31세)는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다 28세에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 

두었다. 배우자는 34세였다. 두 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데 첫째의 양육이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천천히 가지고자 한다.  

참여자 24(만 39세)는 한 살 어린 배우자와 대학에서 만나서 8년 연애 끝에 

30세에 결혼하였다. 일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결혼을 좀 더 늦추고 싶었으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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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서른을 넘기면 안 된다’는 압박에 30세에 결혼하였다. 출산은 이 보다 

더 늦은 36세에 하였는데 불임 때문이었다. 다행히 35세에 임신을 하였고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쌍둥이 출산이 아니였으면 계속 일을 했었겠지만 두 명의 자녀를 양육 

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   

참여자 25(만 33세)는 결혼 전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직장 근처로 신혼 집을 얻었는데 본인의 직장과 멀어서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 

두었다. 결혼 14개월 만인 30세에 첫자녀를 임신하였고, 둘째는 33세에 낳았다. 

지금도 첫째를 30세에 낳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더 늦었으면 두 명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제대로 못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참여자 26(만 31세)은 1년 연애 후 30세에 결혼을 하였다. 배우자는 32세였다. 

결혼 후 3개월 만에 임신하였다.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신이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따로 피임을 하지 않았다. 결혼 전에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출산을 하면서 그만 두었다. 지금은 자녀가 어려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일을 

하고자 한다. 자녀 두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추가출산 계획은 

없으며, 일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참여자 27(만 32세)은 32세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33세에 결혼했다. 

배우자는 37세였다.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따로 피임하지 않았고, 결혼 하자 마자 

자녀를 가졌다. 공무원으로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다. 2년 까지 휴직이 가능하지만 

복귀 후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변인들의 충고에 1년 정도만 휴직 후 복직할 

계획이다. 두 명의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나이가 많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추가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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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참여자의 연애기간과 자녀출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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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과정 
 

본 연구는 Glaser(1992)가 제안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이론화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을 위해 면접 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는 질적연구 경험을 가진 석사급 인원 두 명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출산과 양육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 당사자로서 내용 전사 및 검토 뿐만 아니라 면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하였다.  

연구자는 면접 과정에서 느낀 점, 상대방의 태도 등을 기록한 필드노트 내용을 

전사자료에 ‘( )’ 형태로 덧붙여 하나의 파일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료 관리와 분석이 용이해졌다. 

자료의 형식은 Liamputtong & Exxzy(2005)가 제안한 대로 종이를 3행으로 

만들어서 1행에는 원자료를, 2행에는 예비부호를 그리고 3행에는 최종부호를 적을 

수 있는 형태를 택하였다.  

표 2 코딩부호화 과정 

1행 원자료 2행 예비부호 3행 최종부호 

제가 아팠었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물을 쓰고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저한테 안 좋기 보다는 

그런 영향이 아이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안 갖는게 좋겠다고 

들었거든요... 

1.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출산을 미룸 

1a. 

첫째자녀출산시기 

첫째자녀출산시기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출산을 

미룸 

 

Glaser가 제안한 분석과정은 실체적코딩(substantive coding)과 

이론적코딩(theoretical coding)으로 구분되며, 실체적 코딩은 다시 개방코딩(open 

coding)과 선택코딩(selcect coding)으로 나뉜다. 개방코딩에서는 범주와 범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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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파악하고,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론적코딩에서는 실체적코딩을 통해 얻은 범주들을 연관짓고 통합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도출한다(김인숙 2011에서 재인용).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1차 

분석과정이다(A 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의 구술내용을 문서화하고 

이를 단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여 하나의 분석단위로 추출하는 이 과정은 자료가 

암시하는 가능한 모든 이론적 방향을 열어둘 수 있게끔 한다(Charmaz, 2006).   

Glaser는 이 과정에서 ‘이 자료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What is this 

data a study of?)’, ‘이 사건이 의미하는 범주는 무엇인가?(What catergory does 

this incident indicat?)’, ‘이 자료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What is 

actually happening in the data?)’,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What is the main concern being faced by the participants?)’ 그리고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What accounts for the continual resolving of this 

concern?)’ 라는 질문에 유의해서 분석과 코딩을 해야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ly 

sensitive)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Barney G Glaser & Holton, 2004).  

연구자는 이 작업을 위해 우선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위의 사항들을 

의미 있는 문장과 단어를 요약하고 압축하는 부호화(coding)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주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부분도 부호화 하였다. 

이후 동일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사한 사건과 사건을 비교하여 ‘개념 

도출(Labeling phenomena)’,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나가면서 본 연구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를 찾아가는 ‘범주 발견하기(Discovering categories)’, 그리고 관련 

학문/전문적 지식, 연구참여자가 사용하는 단어/어구, 그리고 ‘범주화 명명(Naming 

a category)’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은 유사한 개념을 정련, 통합하면서 하위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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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다시 상위범주화 하면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반복하여 범주를 수정하였다.  

이외에도 수집된 자료의 분석시 연구자의 추상적인 사고를 따로 기록하였고,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형(diagrams)을 전사지 빈 공간에 만들면서 

연구결과를 논리적이고 통합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코딩 
 

개방코딩 후에 2차 분석을 위해 이론적 코딩과 선택적 코딩을 하였다. Stauss 와 

Corbin(1990)은 이론적 코딩의 방법으로 축코딩이라는 분석적 틀을 제시한 반면, 

Glaser(1992)는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범주와 속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Glaser가 제시한 이론적 코딩은 이론을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의 과정의 연장으로 파악된다. 이는 개방코딩을 통해서 얻은 범주를 

가지고 범주의 속성들 간의 개념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1) 각 범주에 속하는 

사건의 비교, 2) 범주와 그 특성의 통합, 3) 이론의 범위 설정, 그리고 4) 이론 

기술하기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B. Glaser & Strauss, 1967). 본 연구에서 

범주의 설정은 ‘결혼 → 첫출산시기 → 둘째출산시기’ 라는 시간순서별 사건(event) 

발생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한 

기혼여성으로, 출산관련 행위가 시간에 따라 발생한다는 특징이 명확한 만큼 각 

단계별 과정을 범주화하여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혼 

연구자는 우선 출산시기결정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결혼에서 출산까지 과정을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하였는데, 

몇몇 참여자들은 출산 결정을 하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가령, 

연구자가 ‘왜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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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응답으로 결혼으로 인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몇몇 

참여자들에게서는  ‘부부싸움해도 아이로 인해서 풀리고…’, ‘아이가 주는 행복이 큰 

것 같아요’ 등 자녀 출산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주로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결혼 후 출산하였고 결혼한 이유 역시 자녀출산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결혼은 

단순히 부부가 같이 동거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빠, 엄마, 자녀 라는 외형적인 

가족구성에 더하여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온전하게 수행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단순히 자녀를 원해서 출산한다기 보다는 사회 가치관으로 인해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으로서 출산이 자리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결혼을 하면 당연히 출산해야한다는 개념이 도출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기혼여성들에게 자녀출산은 이미 당연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시기결정의 전 단계까지 구술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출산시기에서 고려되는 연령은 결혼시기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흐름인 ‘결혼-첫째자녀출산-추가출산’과는 별개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한다는 가치관으로 인해 출산시기와 결혼시기는 서로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결혼연령에 따라서 

출산시기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으로 이행되는 기간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는 출산시기결정의 시작을 ‘결혼’으로 보았다.  

 

첫째자녀출산시기  

면접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에서 

첫출산까지 기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신혼기간’으로 

지칭되며, 부부의 의도 혹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이 기간이 조절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결혼연령에 따라서 이 신혼기간을 조절하는 정도가 달랐는데, 자녀 

출산과 양육에 참여자들 개인의 연령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구술내용에서 연령의 의미를 밝히고,첫자녀출산시기 결정요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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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자녀출산시기  

둘째자녀출산시기 역시 첫자녀출산시기와 같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을 조절하는 요인들이 둘째자녀출산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째자녀출산시기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들이 

둘째자녀출산시기결정에 모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요인들은 각각 그 

의미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첫자녀 양육경험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 등 

연구참여자의 내적 요인과, 변화된 환경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첫자녀출산과 둘째자녀출산 과정 사이에 양육경험이라는 과정을 추가하여 

참여자들이 첫자녀 출산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보고, 둘째자녀출산시기와 

결정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통합 

이렇게 출산시기결정과 관련된 시간순서별 사건 범주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각 범주간 공통된 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출산이라는 독립된 과정 

각각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좋은 ‘이상적 시기’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현실적 

시기’로 타협되고, 조절되는 맥락적 상황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시간 흐름에 따라 각 범주와 범주를 연결하면서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심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추후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의미가 재정립되었고 

상위범주들도 계층화되었다. 또한 상이한 속성을 가진 연구참여자, 집단, 사건 간을 

통합하고, 이를 다시 전체현상에 적용하여 출산시기결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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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자료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를 파악하고 차원화하여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를 핵심범주(core category)라 부른다. 이것은 모든 분석의 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몇개의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다(A 

Strauss & Corbin, 1998). 경우에 따라 핵심범주는 그 등장 빈도가 낮을 수 있지만 

다른 범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Glaser(2004)는 ‘선택코딩은 충분한 이론적 검토 끝에 핵심변수(core 

variable)와 관련 있는 범주에 한정해서 코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범주의 

확장을 멈추고 중심 현상을 발견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범주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Glaser에 따르면 핵심변수는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basic social process; 

BSP)’과 같은 과정(process)의 형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과정(process)의 

형태가 아닐 경우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같이 재개념화가 가능하다(Barney G 

Glaser, 1978).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코딩과정에서 나타난 상위범주들 중에서 핵심범주를 찾은 

후 하위범주들과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구조적 조건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상황의 변화, 변화에 대한 작용 및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였다.  

  

핵심범주 

연구자는 우선, 이론적 코딩과정에서 나타난 상위범주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된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중 출산시기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뽑아서 

핵심범주로 명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인 연령의 의미를 밝힐 수 

있었다. 이후 각 범주들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통합하여 출산시기결정과정과 

연령과의 관련성을 살피면서 연령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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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 흐름도이다.  

 

 

그림 5 자료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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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4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개념은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이다.  

‘사실적 가치’란 양적 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해석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가 사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 

중 가정주부, 일-가족 양립 여성, 만35세 이후 첫 자녀출산 여성, 일찍 결혼한 여성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각기 다른 여성 4명과, 연령규범을 강력하게 인지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여성 각각 1명씩 총 6명을 선정, 전화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본인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6명 중 4명은 본 연구자의 

설명에 완전히 동의하였으며, 2명의 참여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과 그 설명 내용은기존에 있던 전사지에 

추가기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추가하였다.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적합성(fittingness)’ 개념에 해당된다. 이것은 

연구결과가 연구상황 외에서도 논리적으로 적합한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눈덩이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새로운 대상자를 모집하였는데,이 과정에서 

이들에게서 공통된 내용의 진술이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른 참여자를 섭외하여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 역시 공통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연구자는 자녀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 3명에게도 본 연구의 

개념이 적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일관성’이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양적 연구는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지양하고 이를 평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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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질적연구가 양적 연구 수준의 신뢰도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Guba와 Lincoln(1981)은 이에 감사가능성(audi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의 조언을 얻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전사(transcription) 과정에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석사급 연구자 두 명을 섭외하였다. 이들은 연구방법, 면담질문, 면담방법,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응답내용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연구자가 

편향된 사고를 배제하고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을 나타낸다. 이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된 채 연구가 수행되고, 결과 역시 편향이 없어야야 함을 의미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때 중립성이 획득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이 모두 확보될 때에 중립성이 획득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그리고 적용성을 모두 확보 함으로써 

중립성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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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자녀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고학력 기혼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의 연구질문은 ‘고학력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시기결정 과정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자는 결과 분석을 위해 Glaser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이론적코딩(theoretic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수행하였다.  

 

1. 경험과정의 도출과 범주화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 중에서 자녀출산시기결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의미있는 단위를 구분하여, 이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146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 개념을 다시 의미있는 단위로 묶어 상위범주화하여 48개의 

하위범주와 18개의 상위범주로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및 상위범주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특별한 이유 없음 

결혼을 하는 

이유 

결혼결정 

당연히 해야 하는 삶의 과정 

결혼적령기 

현모양처가 꿈 

배우자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결혼조건이 충족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시)부모의 은퇴 

결혼을 할 여건이 갖추어짐 

긴 연애기간 

(시)부모의 압력 

결혼 안 한 여성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불이익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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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한 삶의 대한 두려움 

이 시기가 지나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자녀 출산을 고려했을 때 적합 

적합 

본인 

결혼시기에 

대한 생각 

자신이 삶의 기준이 명확한 시점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적합 

연령을 고려했을 때 적합 

자신의 계획한 일을 어느 정도 해 본 시기 

우리나라 평균결혼연령과 비교해서 늦음 
늦음 

출산을 고려하면 늦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 

빠름 주변친구와 비교해서 빠름 

나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시점 

결혼을 하면 자녀는 당연히 가져야 함(출산의무) 

긍정적 요인 

자녀의 

필요성 

자녀가 있으면 정서적 안정감을 줌 

자녀는 정상적인 가족 구성요소 

자녀는 부부를 이어 주는 끈 

자녀로 인해 부부 사이의 유대감 증진 

자녀를 통한 인격적인 성장계기 

자녀출산은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음 

부정적 요인 

자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 

자녀양육은 개인의 삶 측면에서 많은 희생 필요 

현재 자녀 양육으로 인한 추가 출산 부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듬 

일과 양육의 병행이 어려움 

자녀가 많을 수록 가족애가 좋다 
다자녀선호 

이상적인 

자녀계획 

존재 

자녀에게 형제가 많을수록 서로 의지가 됨 

딸이 엄마에게 더 도움이 됨 
희망하는 

자녀성별존재 
상관없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함 

부부만 지내는 기간(신혼기간)이 필요 

이상적인 

출산시기 

자녀와 자녀 연령차이(출산간격) 

엄마의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 

정신적으로 엄마로서 성숙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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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을 고려 
계획자녀수 

자녀계획 

수정 

자녀에게 형제를 만들어줘야 함 

자녀 성별을 선택할 수 없음 실제자녀성별 

신혼기간 조절 
출산시기 

자녀터울 조절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앞당김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신혼기간 

조절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서 출산을 미룸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 있어서 미룸 개인의 과업 

자녀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나이가 

많음 경제적 측면 

고려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음 

(시)부모의 빠른 출산 권유 빠른 출산에 

대한 압력 배우자의 출산 권유 

임신이 어려움(불임) 

35세 

출산 

연령에 

대한 부담 

출산하는 데 어려움(난산, 유산) 

자녀의 건강에 안 좋음(기형아 등) 

산모의 건강에 안 좋음 

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함 

신체적 한계는 있으나 개인 관리에 따라서 달라짐 개인차이 

두 명의 자녀를 고려하였을 때 첫째자녀를 낳아야 

할 시기 28~33세 

빠르면 신체적으로 좋으나, 엄마로서의 돌봄 

일하는 것 보단 가정주부가 적성이 맞음 
역할에 대한 

태도 

개인 성향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함 

두 가지 모두 중요함 

(시)부모 압력에 대해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 

압력에 대한 

태도 

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하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 

개인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함 

어린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함(2~4세)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연령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좋음 

원하는 시기에 출산 
출산시기 

첫째자녀 

출산결과 원하는 시기에서 벗어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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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았다는 행복감을 가짐 

작은 임무 완수 출산에 대한 안도감을 느낌 

가족의 지지를 얻음 

엄마로서 행복감을 느낌 

자녀의 필요성이 

강화 

첫자녀 

양육경험 

이후 변화 

자녀로 인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됨 

책임감이 강해짐 

인격적 성장을 함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집중하게 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듬 

양육부담이 증가 

일과 자녀양육을 같이 하기 힘듬 

엄마로서 부족하다는 느낌 

일에서 뒤쳐진다는 느낌 

우울감 호소 

첫째가 딸이이어서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함 
남아선호 

출산간격 

조정 

(시)부모의 아들 출산 압력  

본인연령이 많음 
개인 및 가족 

여건 
남편연령이 많음 

경제적 여건이 열악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많음(야근이 많음) 

양육부담 직장내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배려가 없음 

첫째자녀양육이 힘들어서 추가출산이 부담됨 

시간이 부족하여 다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함 역할간 갈등 
역할갈등 

발생 
주어진 역할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 

역할내 갈등 
다른 역할에서 불안으로 다른 역할을 제대로 못함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음 
가족구성원 

주어진 

역할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음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책임이 있음 

엄마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음 

자녀에게 형제를 만들어 줘야 할 의무 

자신이 계획하는 일(혹은 과정) 있음 
과업 

사회(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있음 

다른 역할에서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함 

시간갈등 갈등원인 각 역할마다 이행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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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불안감 
긴장갈등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육아휴직 가능 

출산 및 양육 

우호적인 환경 

주어진 

역할의 

여건 

직장 내 자녀양육에 우호적인 태도 

탄력근무제 

정시출퇴근 

일자리 구하기 쉬운 직업 

돌봄 시설/제공자 있음 

시간적 여유가 있음 

야근이 많음 

출산 및 양육 

비우호적인 환경 

일이 많음 

직장 내 자녀양육에 비우호적인 태도 

자녀의 나이가 어림 

돌봄 시설/제공자가 마땅치 않음 

일하는 것 보단 가정주부가 적성이 맞음 

역할에 대한 

태도 

갈등대처 

방법 

선택배경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함 

일-가족 모두 중요함 

자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출산과 양육하기 적합한 연령의 기준이 존재 

역할 적합 시기 과업을 이해하기 적합한 시기가 존재  

가족을 구성해야 하는 시기가 존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함 
압력에 대한 

태도 
중요하게 생각하나 실행이 안됨 

신경 쓰지 않음 

출산시기를 당김 
출산시기 조정 

갈등해결 

출산시기를 미룸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의 직장으로 옮김 

자녀양육환경 

확보 

출산 후 휴직 

돌봄 제공자 찾음 

돌봄 시설 찾음 

회사를 그만 둠 
선택 

출산을 포기 

자신의 역할 수행완료 역할수행완료 
임무완수 

자신의 과업 유지 및 복귀 과업진행 



５７ 

 

우선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한 결혼에서 출산까지 과정이 몇 가지 

생애사건(event)으로 나누어지며, 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사적 사건은 ‘결혼 → 첫째자녀출산 → 둘째출산(혹은 

계획)’ 이라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과‘자녀양육과정’이라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혼결정과정에서는 참여자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조건이 충족 될 때 실제 

결혼으로 이행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결혼 시기를 

‘적합했다’,‘늦었다’그리고 ‘빨랐다 고 평가했는데 자신의 연령이 주된 

기준이었다.  

자녀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자녀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자녀출산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으로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모성적 측면과, ‘온전한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기능적 측면을 함께 언급하였다. 반면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여성 개인의 희생에 대한 우려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출산을 

꺼리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출산계획 시에는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성별, 출산시기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묶어서 ‘이상적인 자녀계획 존재’라는 

상위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자녀수와 관련해서는현실적인 어려움(주로 경제적 

비용)과 ‘자녀에게 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존하며 이를 조율하여 이상적 

자녀수를 결정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참여자 각각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성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성별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길 희망하는데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적인 출산시기와 관련해서는 결혼에서 첫째자녀출산까지의 기간인  

‘신혼기간’, 첫째출산에서 둘째출산시기까지의 ‘출산간격’ 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혼기간은 신체 상태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걱정,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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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상태, 경제적 여건, (시)부모의 출산압력 등에 의해 조절되었다. 출산간격은 

주로 첫째양육과정에서 오는 양육부담으로 인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간과 출산간격 조절은 이상적인 출산시기 결정으로 이어진다. 

조절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과업(직장, 개인의 삶의 목표 등)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족구성원 역할이 결혼과 동시에 더해지고,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각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다른 역할 수행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갈등의 

정도는 개인의 환경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역할갈등을 출산시기 조정, 자녀양육환경 확보, 역할선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전략은 역할에 대한 태도, 역할을 이행하기 적합한 

시기여부, 갈등을 일으키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되고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틀어‘35세까지 자녀출산을 마쳐야 한다’는 출산 연령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35세라는 연령은 

참여자들에게 자녀출산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여타 

과업에서의 역할은 이 연령기준과 무관하게 가능하거나, 자녀 출산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출산을 완료한 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사회적 과업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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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시기결정과정 
 

이 장에서는 개방코딩으로 도출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고학력 기혼여성들의 

자녀출산시기결정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관련 요인의 개념과 

범주화를 재구성하거나 수정하여 고학력 기혼여성의 출산시기결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Glaser가 제시한 이론적코딩에 해당한다. 

 

1) 출산결정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 후 출산한 이들로 결혼으로부터 출산까지의 연속적인 

과정을 공통의 순서로 경험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시작은 출산시기결정 전 

단계부터여야 할 것이다.  

  

결혼 

연구참여자들의 출산시기결정 과정은 결혼을 하면서 시작된다. 여기서 결혼은 

가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자녀를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출산시기결정 과정은 결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출산은 

종종 결혼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결혼 하면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아이가 좋음’, ‘부부를 이어주는 끈’,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 ‘정상적인 가족 구성 요소’,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있는 권리이자 의무’,  

‘인격적인 성장계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 그리고 ‘부부의 유대감을 증진’이 

언급되었다.  

이 응답들은 의미에 따라서 가족관계 측면에서 필요(부부를 이어주는 끈,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 정상적인 가족 구성 요소,  부부의 유대감을 증진)과,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가치관(그냥 아이가 좋아서, 여성만이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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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있는 권리이자 의무), 그리고 자녀로 인해 얻게 되는 정서적 측면의 

이익(인격적인 성장계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출산은 결혼 후에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에게 자녀를 

출산하는것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 

구성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가족의 구성이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이 모두 원만하게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거나, ‘부부간 유대를 증진하기 위해서’ 라는 답변은 바로 이런 

자녀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그밖에도 혼전임신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미혼 여성이 혼자 자녀를 키울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아버지 역할 

부재로 인해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한 걱정 등이 출산시기결정과정에서 결혼을 출산 

이전에 고려하는 이유로 언급되었다.  

반대로 출산의 당위성이 결혼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사회내에서 당연시 되는 출산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내용 중 ‘여성으로 태어나서 자녀를 갖는 것은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참여자24), ‘평범한 삶의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참여자2) 등은 학교에 가거나 직업을 갖는 

것처럼 출산이 여성들에게 당연히 해야할 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특정한 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응답으로 미루어 사회 내에서 유통되는 

출산의 당위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녀 출산은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닌, 몇 명의 자녀를 언제 낳느냐하는 문제로 자리한다.  

결국,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의 양방향적 상호영향으로 말미암아 

출산결정과정에서 결혼 이후 자녀를 갖는 것은 선택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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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지는 것이다. 

 

▷참여자9 : 저는 가족에 애기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불임도 있지만, 정상적인 가족 이려면 애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사회자 : 그렇게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 하신 거에요? 

▷참여자9 : 그냥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도출된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10개의 개념이 도출되며 이를 

다시 3개의 하위범주와 1개의 상위범주로 묶을 수 있다. <표4>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개방코딩에서 ‘자녀의 필요성’ 범주 내에 있던 긍정적 요인 중 ‘완전한 가족 

구성요소’ 가 출산시기결정의 전 단계로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개인가치관과 

정서적측면에서 자녀 출산 결정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필요성’ 범주 내의 부정적 요인들은 출산시기결정 전 단계에서는 별다른 관련성이 

나타내지 않았다.  

표 4 출산을 결정하는 이유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부부를 이어주는 끈 

완전한 결혼 

구성요소 

출산결정 

이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 

정상적인 가족 구성 요소 

부부의 유대감을 증진시켜 줌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가 이루는 외형적인 모습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의 역할이 온전하게 존재 

아이가 좋아서 
개인 가치관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있는 권리이자 의무 

인격적인 성장계기 
정서적 측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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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계획 
 

결국 결혼 이후에는‘자녀를 낳을 것인가 아닌가’가 아닌 ‘언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자녀계획의 범위는 자녀수, 

자녀출산시기 그리고 자녀성별이다.  

 

자녀수 계획  

자녀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은 자녀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여려 여건을 고려하여 몇 명의 자녀 출산이 적절한가를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4명이지만, 실제로 결정된 계획은 이보다 적은 

1~2명이다.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 가족 분위기, 자녀 정서적 측면 등에서 좋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자녀수를 줄이는 이유는 자녀양육비 부담, 자녀돌봄 문제, 

자신의 연령, 체력적 문제 그리고 경제활동 등이다.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자녀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참여자9 :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사실 지금 한 명이 있는데 또 두 명을 

낳고 싶지만 한 명을 더 낳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낳겠는데 3명까지는 못 낳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남 손에 애기 3명을 맡길 수도 없고. 어쨌거나 잠깐 휴직을 

해야 되거나 이래야 될 수도 있는데 3명은 안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들에게 앞에서 살펴 본 자녀역할의 필요나, 가족구성의 완성이라는 

목표만을 충족시키는데는 한명의 자녀로도 충분하며, 그 이상의 자녀 수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두 명의 자녀를 계획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녀가 혼자서 자라면 외롭고, 사회성이 부족해지기 쉬운 반면, 형제가 있으면 서로 

어울리며 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 명 

이상의 자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자녀수를 두명으로 타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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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6 : 나중에 살다 보면 경제적인 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둘 정도가 

저한테는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셋까지는 힘들 것 같고. 혼자 크면 

애도 외롭고, 아이한테 형제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성별 

자녀계획에는 자녀의 성별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획 자녀수를 결정한 이후에는 ‘언제 자녀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게 된다.  

 

▷참여자10 : 제가 여동생하고 이렇게 두 명인데. 그래서 둘 다 딸 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의 자녀계획 변화과정을 속성에 따라 범주화 및 차원화하면 <표5>와 

같다. 여기에서는 자녀출산시기결정 과정 전(煎)단계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자녀 필요성 범주 내의 ‘부정적 요인’들이 ‘현실적 문제’로 작용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자녀수를 계획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관찰된다. 

 

표 5 자녀계획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자녀가 많을 수록 가족이 화목 
이상적인 자녀수: 

다자녀 

자녀출산 

계획 

이상적으로 보임 

형제끼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음 

희망하는 자녀 성별 존재 희망자녀성별 

자녀양육비 부담 

현실적 문제에 

부딪힘 

자녀돌봄 문제 

자신의 연령 

체력적 문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녀성별은 선택할 수 없음 

자신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자녀수 계획 계획자녀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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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째자녀출산 과정 
 

이제 자녀계획에서 ‘언제 자녀를 가질 것인가’ 하는 출산시점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신혼기간이 필요 

‘이상적인 자녀수’와 같이 ‘이상적인 자녀 출산시기’가 존재한다. 결혼 후에는 

교제기간과는 달리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부부만이 생활하는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신혼기간이라고 부른다. 임신과 출산으로 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첫째자녀 임신전까지가 신혼기간으로 여겨진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부부만의 ‘신혼기간’이 필요하고,  1~2년 정도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14 :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확보 하는 게 

저는 인생 살면서 중요하다고 봐요.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같이 지내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잡은 거에요.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시기를 늘리거나 줄이려 하였으나,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조절되기도 하였다. 이 신혼기간을 조절하는 

요인들은 첫째자녀출산시기 결정요인과 일치한다.  

 

신혼기간 조절 이유 

계획하는 신혼기간을 줄이는 이유로는 ‘본인의 나이가 많음’, ‘배우자의 나이가 

많음’, ‘(시)부모의 출산 권유’ ,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개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 언급되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조절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의도치 않은 임신’이나  ‘불임’, ‘유산’ 등이다.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빨리 하기를 원했다는 연구참여자들은 늦은 

임신으로 인한 난임이나 자녀의 건강을 염려하였다. 배우자의 나이는 자녀 양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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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측면에서 출산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일정기간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주된 양육자인 배우자의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활동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출산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부모의 압력은 출산시기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 자녀 성별에 대해서 

은연중에 혹은 직접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출산 후에야 (시)부모가 

빠른 출산이나 아들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자녀 돌봄을 

의지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의존적인 관계로 인해 압력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참여자17 : 남편이 현재 군복무 대체 중 이이서 제대하고 경제적 안정을 

갖춘 뒤에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워낙 원하셨고, 시댁에서도 

걱정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깐. 서른이 넘었는데 더 미루면 

안되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맞춰서 낳았어요. 

 

개인의 안 좋은 건강상태는 신혼기간을 늘리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상태 때문에 

임신이 어렵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지만 반대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직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인 계획을 실행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확보를 위해 자녀 출산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19 : 제가 아팠었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물을 쓰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안 좋기 보다는 그런 영향이 아이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안 갖는 게 좋겠다고 들었거든요. 

 

결혼연령에 따른 신혼기간 조절  

실제 결혼연령이 높은 참여자들은 결혼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신혼기간이 

짧은 것을 볼 수 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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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결혼시점에 대한 생각 

결혼시점에  

대한 생각 

결혼연령 

(한국나이) 
연애기간 

첫째자녀 

출산간격 
 출산과정 

빠

름 

참여자 7 27 2년  1년 계획없이 출산 

참여자 11 27 8년 1년 계획없이 출산 

참여자 16 27 1년 6개월 1년 1개월 유산후 다시 임신 

참여자 21 27 6년 2년 2개월 계획하에 출산 

적

합 

참여자 1 29 1년 6개월 2년 5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2 29 1년 3개월 9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4 29 1년 6개월 11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6 29 2년 8개월 1년 8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8 30 1년 1년 3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10 29 10개월 3년 5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14 28 2년 2년 6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17 29 10년 1년 11개월 시부모의 출산압력 

참여자 18 30 4개월 1년 5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19 32 1년 6년 1개월 
건강이 안 좋아 출산을 

미룸 

참여자 20 31 11년 2년 1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23 28 3년 1년 8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24 30 6년 이상 5년 2개월 불임으로 늦어짐 

참여자 25 29 4년 1년 1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26 30 1년 1년 계획하에 출산 

늦

음 

참여자 3 38 1년 9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5 34 6개월 2년 계획보다 늦게 출산 

참여자 9 31 6개월 1년 6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12 33 1년 3개월 1년 7개월 계획보다 늦게 출산 

참여자 13 32 1년 6개월 1년 2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15 32 8년 2년 2개월 불임으로 늦어짐 

참여자 22 31 1년 6개월 1년 10개월 계획하에 출산 

참여자 27 33 1년 6개월 10개월 계획하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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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혼연령에 따라서 ‘빨랐다’, ‘적합했다’, 그리고 ‘늦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시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첫째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결혼시점이 늦었다고 응답한 8명의 연구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이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으로 이행되기까지의 기간(연애기간)과 첫째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모두 1년 6개월을 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늦은 나이’ 때문에 첫째자녀출산 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이행기간을 줄였다고 응답하였다. 예외적으로 연애로부터 

결혼까지의 기간이나 첫째자녀출산기간까지의 기간이 길었던 경우는 

해외유학(참여자15)과 불임(참여자12, 15)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참여자27 : 출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35살이 되기 전에 출산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도 있었고.. 

 

결혼연령이 적합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연애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첫째자녀출산까지 걸린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본인의 연령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출산시기 계획이나 조절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결혼 연령이 빨랐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4명중 3명은 출산까지 걸린 

기간이 결혼연령이 늦은 여성들과 비슷했지만, 그 이유는 달랐다. 이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명확하게 갖지 못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피임 등의 가족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빠른 임신으로 

출산이 빨라졌다(참여자7,11,16). 나머지 한 명은 유학계획으로 인해서 계획적으로 

자녀출산을 미루었다고 답했다(참여자21). 이렇듯 결혼연령이 빠르거나, 적합 

하였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에게 연령은 첫째자녀출산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이들의 빠른 결혼연령은결혼이 늦은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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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6 :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애기가 빨리 생겨야 된다 그런 

건 없었는데. 따로 피임을 하자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 

2개월 후에 애기가 생겼다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 한 4개월 정도 뒤에 다시 생겨서 낳았죠.  

 

반면 결혼연령이 높은 여성들이 자녀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이다. 아래 면담 내용에서 보듯이 산모의 나이는 자녀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높은 참여자들은 신혼기간을 줄이고  

출산을 빨리 하고자 하였다.  

 

▷참여자5 : 제가 첫째 날 때 고생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애가 이상하면은 

시댁에서 엄마가 노산 이라서 애가 이렇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좀더 결혼을 일찍 해서 애를 일찍 낳으면 이런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모든지 엄마 탓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노산 이라서. 이런 게 사실이에요.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결혼시점의 연령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자녀출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는 그 만큼 연령이 참여자들이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혼기간이 결혼에서 첫째자녀출산까지 

기간(duration)의 의미라면, 출산은 시점(timing)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연령에 따른 출산간격 조절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적합한 출산시점(timing)과 

관련이 있으며, 출산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신혼기간을 줄인 것으로 

미루어, 첫째자녀출산과정에서는 기간보다 여성의 연령과 관련된 시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의 의미 

연령이 고려되는 이유는 건강한 자녀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나이가 많아서’, ‘고령임신’, ‘고위험나이’, 

‘출산시기가 지나서’, ‘노산’, ‘생물학적이유’,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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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서’, ‘늦은 출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자3 : 고위험 산모...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만 35세가 이상이면 

아무래도 그런 거 속하니까요... 

 

응답내용을 정리해보면 일곱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여성의 출산생식능력과 관련된 생물학적(biological) 이유이다. 그 

내용은 아래의 면담 에서 드러나 듯 여성은 일정 연령이 넘으면 신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능력이 떨어져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이 생기고, 출산하는 산모나 아이 

모두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15 :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의 경우는 만 35세가 넘으면 애를 가졌을 때 검사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위험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의 경우는 만 35세가 

되기 전에 첫째 애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40살에도 낳아도 되고 50살에도 낳아도 된다라는 

생물학적인 것이 있었으면 그때 가서 했을 것 같아요. 

 

 이 생물학적 이유는 다시 출산과 관련된 두 가지 시점을 만들어 낸다. 

신체적으로 자녀를 낳기 좋은 시점을 의미하는 ‘출산적합시점(birth optimal 

timing)’과 어느 시점까지 자녀를 출산을 해야 한다는‘출산제한시점(birth 

limiting timing)’이다 6 . 이 두 시점은 참여자들이 자녀출산시기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출산시 가장 

고려하는‘건강한 자녀 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이 개념은 Mynarska(2010)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시점(optimal timing), 제한시점(limiting 

timing) 개념을 착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적합시점(birth optimal timing)과 출산제한시점

(birth limiting timing)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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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 : 35세 이상이 되면 엄마도 아기 낳을 때 신체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35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유산이나 기형아 낳을 확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애를 갖고 있는 동안 행복함과 조급함이 같이 들것 같은 

느낌? 

 

생물학적 이유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체력’이다. 참여자들은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 만큼 ‘잘 키우는 것’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언급하였다. 

양육은 많은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체력적 소모도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체력이 좋은 시기 즉,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첫째자녀출산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참여자들도 주변의 상황을 통해 고려하는 

부분이다.   

 

▷참여자11 : 출산은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가고 육아가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낳아서 키우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참여자들은 엄마의 연령이 너무 높을 경우 자녀와의 연령 차이로 인해서 

자녀와 밀접한 유대감이 형성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세대차이가 생기기 쉽고, 자녀와 교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또래 

부모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거나 외모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참여자5)이나 

신체활동이나 정서적활동 시 자녀와 어울리지 못할 것(참여자10)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늦둥이를 출산한 여성들이 본인의 나이로 인해서 자녀와의 교감에서 

불안감을 나타낸다는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용미, 2005; 손정미, 2009).  

 

▷참여자5 :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들 나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학교 갔는데 엄마가 왔는데 나이든 

엄마가. 조금이라도 젊은 엄마가 오는 게 좋잖아요. 외모상으로도 나이든 

엄마보다 젊은 엄마가 오는 게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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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계획한 자녀수에 따라서 자녀순위별 출산시점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임신기간과 회복기간을 포함한 출산기간, 본인이 계획하는 자녀수와 

출산완료 시점이 모두 고려되었다.  

 

▷참여자21 : 둘째를 낳을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는 터울이 있는데. 늦게 

출산을 하면 35살이 넘어가니깐 

 

▷참여자25-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만 키우면 괜찮은데 아이를 또 낳을 

생각을 하면 30살 전에 낳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시)부모가 생각하는 출산을 해야하는 연령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출산 권유의 의미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참여자 17의 응답내용에서 보듯이(서른이 

넘었는데 더 미루면 안되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맞춰서 낳았어요.) 그 

의미가 참여자가 생각하는 출산시기보다 시부모가 생각하는 적합한 출산시기가 

빨라서 압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연령을 고려하는 이유는 주로 생물학적 이유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있었던 반면, 배우자의 연령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최소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산시기를 계획할 때 주된 경제 활동자인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은퇴연령)을 고려하였다.이것은 출산과 관련된 연령의 의미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2 : 아기를 낳다 보니까 34살에 결혼을 하면 최대한 빨리 낳으면 

35살 이잖아요. 첫 애가 대학 들어가고 졸업 할 때쯤 되면 신랑은 

정년퇴직을 할 나이기 때문에 그때가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긴데, 그리고 

요즘은 정년퇴직도 더 빠르잖아요. 그런 걸 따져 봤을 때는 좀 늦은 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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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혼기간을 조절하는 이유 대부분은 여성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인의 나이와 배우자의 나이가 따로 언급되는 점은 일차적으로는 출산의 주체와 

조력자가 구분되고 양육에서 서로 다른 역할(주경제활동자는 남성)을 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높은 결혼연령은배우자를 만나 결혼으로 이행되는 기간과 결혼에서 

첫째자녀출산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적절한 

출산시점과 건강한 자녀출산에 대한 (시)부모의 압력은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작은 임무 완수 

이렇게 해서 첫째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 가족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를 달성하게 된다. 대부분 두 명의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 

완료 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계획하는 자녀수를 충족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임수를 완수한 것이다. 출산 후에는 엄마가 되었다는 기쁨이나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안도감, 시집 온 며느리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만족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14 :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느껴지지 못할 충분한 행복한 부분이 

분명이 있고요. 저의 경우는 임신했을 때 기간이 굉장히 행복했다. 왜냐하면 

저는 입덧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이 없던 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갖고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제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 경험을 못해본 사람은 그 

행복감을 못 느껴보겠다고 생각하면 참 아쉽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보고. 

 

첫째자녀출산과정을 종합하여 관련개념을 범주화 하면 아래 <표7>과 같다. 

이상적인 첫째자녀출산시기는 신혼기간과 엄마의 연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방코딩 시 하위범주차원에서 언급되었던 연령의 의미를 상위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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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첫째자녀출산과정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 
신혼기간 

이상적인 

첫째자녀출산시기 

1~2년 기간이 적당 

엄마의 나이가 젊을수록 출산에 좋음 
엄마의 연령 

출산자녀수와 출산간격을 고려한 연령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앞당김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신혼기간 조절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서 출산을 미룸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 있어서 미룸 개인의 과업 

자녀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나이가 많음 경제적 측면 

고려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음 

(시)부모의 빠른 출산 권유 빠른 출산에 

대한 압력 배우자의 출산 권유 

불임 
의도하지 않은 

사건 
의도치 않은 임신 

유산 

신체적으로 자녀 출산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

출산제한시점 
생물학적이유 

연령의 의미 

신체적으로 자녀 출산하기 적합한 시점-

출산적합시점 

나이가 많으면 체력이 떨어져 자녀 양육하는데 

어려움 양육문제 

자녀와의 세대차이가 생겨 교감이 힘듬 

자신이 계획하는 자녀수를 고려해서 자녀 

순위별 적합한 시점이 존재 
출산자녀수 

(시)부모가 생각하는 출산 연령이 더 낮음 연령기준차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시점과 

배우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 

배우자의 

은퇴시점 

원하는 시기에 출산 
출산시기 

첫째자녀 

출산결과 

원하는 시기에서 벗어나 출산 

엄마가 되었다는 행복감을 가짐 

작은임무완수 작은 임무 완수  

출산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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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째자녀양육과정 
 

연구참여자들은 첫째자녀를 낳고 일정기간 자녀를 양육하면서 둘째자녀출산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최소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나 

일자리 상태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출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거나 깊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을 직접 

경험한다.   

 

산후우울감 

출산후 양육 초기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현상 중에 하나는 산후우울감이다. 

이는 전문직 직업을 가진 참여자9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의사로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참여자는 출산으로 하루 대부분을 자녀 양육을 위해 

보내며 사회에서 뒤 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또 처음 자녀를 키우면서 

능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주로 정규직이나 전문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참여자1,2,8,8,9,10,27), 외부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다(참여자1,2,8,15). 또한 이들은 3개월 이상의 출산휴가를 받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었다. 반면에 3개월간의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한 참여자들은 우울감이 

없거나 적었다(참여자8,10).   

 

▷참여자 9 : 저는 우울감이 좀 있었어요. 산후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일하고 나 혼자만 사회에서 도태되는 느낌. 두 달째 되니까 정신차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휴직이 아니라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나중에는 불안해서 그래서 빨리 일하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애기한테 미안하고 되게 미안했어요. 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힘들어요. 

엄마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일은 해야겠고. 친구들 보면 다들 애 맡기고 일 

하는데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데 그래도 애기한테 계속 

미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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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적인 부담 

체력적인 부담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이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결혼 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참여자20 : 35세 이후가 되면 제가 경험을 해보기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출산을 하기 전에는 적정 출산 연령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힘든 면이 많은 것 같아서 더 많아지면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대 초반에 애를 낳을 수 있으면 낳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양육과정에서 이득과 손실이 공존 

이 두가지 요소들 역시  참여자들에게 출산 전에는 깊게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다. 그러나 이는 자녀로부터 얻게 되는 정서적 

이득으로 인해서 보상이 되기도 한다. 즉, 이득과 불이익이 공존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참여자20은 출산 전부터 지금까지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다. 

 

▷참여자20 : 아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구요. 사회적 압력을 버틸 

수 있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고서는 아이를 안 낳은 커플이 생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애를 심리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애를 안 낳는 것이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되게 

윤택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애를 낳을까 하고 혼자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애를 낳아보니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꼭 애를 낳아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애를 보면서 종을 때도 많고. 

웃고 그러는 거?. 엄마가 되 서인지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자녀연령에 따른 출산태도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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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연령에 따라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연령이 낮으면 엄마가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3세 였는데, 이 연령이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 양육 방식으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육시설에의 

탁아인데, 면역기능이 완전하지 않는 어린 아이는 단체생활을 통해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또 체벌이나 차별 같은 불이익을 당해도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형성되고, 불이익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본인이 직접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엄마와 

같이 있는 것이 자녀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만약 본인이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시)부모와 

같은 가족구성원, 돌봄도우미, 시설 순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을 고려한다.  

 

▷참여자27 : 주변에 또 보니까 어린이 집에 가면 많이 아프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우리 애는 아픈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한 

3살 정도 됐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어린이 집에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11 : 애가 어릴 때는 자주 아프고 애가 어릴 때는 신경 쓸 때가 

많아서, 기저귀니 이유식이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신경 쓸 것들이라. 일에 

집중이 안되죠. 

 

이렇게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또 어린 

자녀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연구참여자 개인의 삶이 변하게 된다.  

첫째자녀양육경험 과정의 개념을 추출하여 범주를 정리하면 <표8>와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첫째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처음하는 엄마로서의 미숙한 

역할수행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데 예상외로 많은 체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이 아이의 정서상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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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만큼 이러한 양육경험은 

공통적이다.   

표 8 첫째자녀양육경험과 자녀양육태도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음 서투른 자녀 양육 

첫째자녀 

양육경험 

사회에서 뒤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산후우울증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이해 못해줌 

자녀에게 짜증을 냄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이 듬 체력적으로 힘듬 

정서적 만족감을 얻음 
정서적 이득 

아이로부터 행복감을 느낌 

회사를 그만둠 

과업에서 

불이익을 얻음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경력의 일시적 단절 

휴직으로 인한 인사고과 불이익 

회사에서 주는 복지 차원의 기회 등의 박탈 

자신 일도 자녀 양육도 모두 못한다는 느낌 갈등 

너무 어린 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함 

어린 자녀 양육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수유, 대소변 갈기 등 연령이 높은 자녀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감 

면역력이 약해서 공공시설은 피함 

남의 손에 맡기기엔 부담 가족에게 맡김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나이(2~3세) 보육시설에 

맡기는 기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시점 

 

5) 둘째자녀출산 혹은 계획  
 

대부분 참여자들은 두 명의 자녀를 계획하며, 첫째를 양육하면서 둘째출산시기를 

결정한다. 둘째출산시기에도 첫째자녀 출산시와 같이 이상적인 출산시기가 존재한다.  

 

출산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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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간격’이란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출산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참여자 별로 차이가 있다. 자녀간의 터울이 짧아야 자녀들이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터울이 길어야 양육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로 

이 출산간격을 조절하게 하는 요인이 둘째출산시기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10 : 그냥 그렇게 자라와서 당연하게 보고 있어요. 동생이랑 저랑 두 

살 터울에 둘이서 너무 의지하면서 커서 그 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출산간격 조절 이유 

연구참여자들이 둘째자녀출산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로 ‘첫째가 딸이이서’,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시)부모의 압력’ 을 언급하였고, 늦추는 

이유로는 ‘첫째아 양육 부담’,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제시되었다.  

이 중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는 첫째자녀출산시기에서 

고려되었던 이유와 같다. 둘째자녀출산시기를 늦추는 이유로는 주로 자녀 양육이나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데 오는 어려움 등 주로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고려되었다. 

이것은 첫째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이 둘째자녀출산시기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참여자23 : 저희 신랑과 6살 차이가 나요. 저는 33살이고 둘째를 계획하고 

있고. 저는 괜찮은데 신랑이 39이니깐. 둘째를 40에 낳는 거여서 남자의 

나이가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의 압력 

첫째자녀가 딸일 경우 둘째자녀 출산에 대한(시)부모의 압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첫째자녀 출산시기결정과정에서 (시)부모의 출산압력은 대부분 ‘아이를 빨리 

낳으라’는 내용으로, 이는 연구참여자 세대와 (시)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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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 연령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첫째자녀를 출산한 이후 둘째자녀출산시기에서 

(시)부모의 압력은 오로지 ‘아들’ 출산만을 의미한다.  

아들 출산에 대한 기대는 비단 시부모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친정부모에서서도 

나타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참여자24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아들과 

딸쌍둥이를 출산한 참여자는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로부터 아들 출산에 

대한 압력을 받았지만, 친정부모에게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출산이 완료 된 

시점에서 친정부모가 아들 출산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딸이 결혼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딸을 시집 

보낸 친정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며느리로서의 역할에는 자녀 출산, 

더 나아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포함된다. 참여자24의 경우처럼 결혼한 지 

한참 후에 아이를 갖는 것은 친정부모 입장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늦게나마 

손주(아들 포함)를 출산하여 이를 만회할 수 있었다.   

 

▷참여자24 : 중간에 성별은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쌍둥이라 했는데 

딸들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은 좀 있었는데. 아들들이면 괜찮은데. 일단 

부모님 욕심을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를 낳으면 부담은 없으니깐. 

딸들이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성별을 확인 후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회자 : 친정부모님이 더 그러신건가요? 

▷참여자24 : 아니에요. 시부모님 때문에. 친정부모님은 사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으셨고. 친정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시집을 갔으면 일단 

자식을 안겨드려야 하는 게 친정엄마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시니깐 아이를 

늦게 낳는 것도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셨어요. 사돈께. 일단 자식을 

낳아서 늦게나마 다행인데, 아들이어서 더 다행이라고..  

 

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아들 출산 압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압력을 받는 

참여자도 있고, 받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압력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압력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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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는 (시)부모의 집안 배경과의 관련성이 그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공통적으로 (시)부모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귀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배우자가 외동아들이거나, 혹은 배우자의 형제들이 줄곧 딸만 출산한 것이다. 

배우자가 장남인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압력을 받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 집안에 아들이 많아서 오히려 딸을 희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이와 관련된 

맥락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으며 일련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였다. 

이런 압력은 연구참여자가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재생산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아들 딸 한 명씩 있으면 좋겠다’거나 ‘아들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고 표현하는 등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 첫째자녀가 딸일 

경우 (시)부모의 출산에 대한 압력 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아야한다는 

의무감이 추가출산 이행을 빠르게 한다. 이는 특별히 참여자들이 남아선호사상을 

가져서가 아니며, 다만 그것이 시집을 온 며느리의 역할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참여자23 : 저희 신랑은 형제가 아들2 딸1인이에요. 셋인 집에 시집을 

오면 셋은 낳아서 그것을 똑같이 이어줘야 한다고 말을 해요. 

 

자녀양육환경 부족  

추가출산을 늦추는 이유는 주로 첫째자녀 양육으로 인한 손실이 꼽힌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산 이후 첫째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양육 자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경제적 여건의 부족으로 이어져, 

둘째출산을 미루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든다. 연구참여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 양육 과정으로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 반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도 있었다. 이것은 특히 자신의 과업에 대한 욕구, 즉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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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령, 사회활동을 좋아하고 자신의 직업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참여자1 은 아이를 한 명 더 낳게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추가 출산을 미루었다.  

 

▷참여자1 : 같이 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아마 같이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줄줄이 낳았을 때 약간 부담감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둘째를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참여자에게만 이런 내적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참여자들도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둘째자녀출산을 망설인다. 

다만 이것이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첫째아 양육부담’ 혹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의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참여자들이 첫째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으로 둘째자녀 출산시기를 

미룬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가사참여 부족 

배우자의 가사 참여에 참여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출산과 양육의 주된 

책임자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수를 계획하 데 

배우자의 가사 참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시기, 특히 둘째 

자녀출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배우자의 가사 참여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배우자의 가사 참여가 적을수록 첫째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참여자8 :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는데 요새는 바빠서 그런지, 맘에 안 

들어요…저는 계속 주말에 할 일이 많아서 움직이는데 TV앞에 앉아 있어요. 

애를 본다고 하는데 정말 보고 있어요. 나는 놀아주라고 하는 건데…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나는 주말에 계속 일하는데. 자기는 그냥 

쉬고. 나도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것 땜에 자주 싸워요 요새.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둘째는 힘들 듯 해요. 좀 안정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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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나이가 많음 

첫째자녀 출산시기와 마찬가지로 둘째자녀 출산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본인의 

연령’이 주로 언급되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는 건강한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또 이것은 추가 출산을 미루는 기준점으로도 작용한다. 첫째 자녀 

출산에서 본인의 나이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둘째 출산시를 포함한 

출산완료시점을 고려해서 이미 첫째 자녀출산시기를 결정한 바 있다.  

경제적 여건도 연령과 관련이 있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첫째자녀 출산 이후 최대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한 후에 추가출산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추가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시점은 출산완료시점과 같은데, 

이를 통해 둘째 출산시기 결정에서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자녀출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체력적인 문제’이다. 둘째자녀 

출산시기 결정은 이미 자녀 한 명을 출산해서 양육하는 과정을 경험한 이후 이루어 

진다.  양육경험을 통해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에 많은 체력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출산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  

 

▷참여자 25 : 전업주부로 육아를 담당하면 힘이 많이 부치기 때문에 젊을 

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좋은 것 같다… 제가 힘들다 보니깐. 제가 주부로 

살 거였으면 좀 더 빨리 결혼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령과 둘째출산시기 

첫째자녀출산시기와 마찬가지로 둘째자녀출산시기에도 연령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결혼연령 자체가 높은 참여자의 경우 첫째자녀출산시기 때 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둘째자녀출산을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 연령이 

적합하였거나 낮았던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을 하면서 둘째자녀출산을 계획한다. 

결혼연령과 관계없이 참여자들은 모두 양육의 어려움과 자신의 일이나 과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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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출산시기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들이 출산완료를 계획하는 시점은 

공통적으로 35세 이전이었다.  

이 기준은 첫째자녀출산시기에 대한 참여자들의 언급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27명의 연구참여자 중에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산을 마쳐야 할 시점을 35세 

라고 응답했다. 이 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두 명의 참여자는 출산은 개인의 신체능력 

차이일 뿐 특정연령의 기준이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35세 연령기준이 

통용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연령의 의미에서 

출산제한시점에 해당된다.  

 

▷참여자9 : 아무래도 35살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양수검사도 해야 되고 

위험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출산적합시점으로는 27~32세, 혹은 빠를수록 좋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출산적합시점은 출산제한시점에 비해 특정 연령의 기준이 없는 듯 보인다. 여기서 

출산적합시점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출산 하기 좋은 시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 본 연령의 의미 중에서 출산산제한한시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때쯤 

자녀를 출산하하는 것이 좋다’ 라는 출산적합합시점과 관련된 것인 만큼 

출산적합시점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13 :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낳는 것은 둘째 치고 아이를 키우는 게 

힘이 들어요. 저의 사촌 언니도. 저는 아이를 33살에 낳았는데 그 언니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둘째를 낳았는데 그 전에 언니가 무조건 아이를 빨리 

낳으라는 거에요. 무조건. 무조건. 저는 대학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28살에 결혼하고 30살에 해결. 아이를 낳는걸..  

 

이 연령기준에 의하여, 참여자들은 35세 이전에 둘째자녀출산을 마치려고 한다. 

<표9>를 보면,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참여자들의 출산시점이 대부분 35세 이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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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령과 출산완료시점 

참여자 나이 계획자녀수 현재자녀수 추가출산계획시점 참여자응답 

1 32 1~2명 1명 2~3년사이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줄줄이 낳았을 때 약간 부담감도 

있고..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둘째를 낳았으면… 

2 32 2명 2명 출산완료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3 37 2명 1명 1-2년사이 
제 나이가(많아서). 좀 더 젊다면 터울을 둘 수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깐. 

4 31 2명 1명 1-2년사이 개인적으로 서른다섯 안으로는 2세 계획을 갖고 있어요 

5 38 1명 1명 출산완료 내 나이가 많고, 힘들어요. 

6 35 2명 2명 출산완료 - 

7 30 2명 1명 1년이내 
빨리 해서 아이 육아를 하고 내 일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일찍 하는 게.  

8 31 2명 1명 언제될지모름 
지금은 생각 안하고 있어요. 여자한테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9 33 2명 1명 1~2년사이 35살은 안 넘길 거에요 

10 32 2명 1명 2-3년사이 
터울을 생각하면 2 살정도가 좋지만..지금 삶이 균형이 

깨지는 게.. 

11 31 2명 2명 출산완료 계획 없이 (임신이)됐어요 

12 39 1명 1명 출산완료 
저희 신랑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거기다 한 명을 더 

낳는다는 것은 시어머니에게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13 34 1명 1명 언제될지모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4 35 1명 1명 언제될지모름 
남편이 키우기 힘들다고 반대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한 명은 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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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3 2명 1명 2-3년사이 
나이가 많아서 빨리 낳아야 하는데…지금 학업도 병행하고 

있어서… 

16 28 2명 1명 1-2년사이 박사과정 마치고 가질 계획이에요. 

17 31 2명 1명 언제될지모름 
지금 박사과정과 양육 둘 다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좀 

안정된 다음에… 

18 31 1명 1명 언제될지모름 확실히 모르겠어요 

19 40 1명 1명 출산완료 나이가 많아서 한 명으로 만족해요. 

20 33 1명 1명 출산완료 
아이가 있어서 좋으나 제 삶에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1 29 2명 1명 3-4년사이 
논문을 쓰려면...(아이를 가지면) 교수님이 

싫어하세요…35살은 안 넘길거에요 

22 33 2명 1명 1년이내 나이가 많아서.. 

23 31 2명 1명 1년이내 
큰애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요즘 둘째 불임도 많다고 

하니깐 점점 초조해지고 있어요. 

24 39 2명 2명 출산완료 - 

25 33 2명 2명 출산완료 자녀터울을 고려 하다보니.. 

26 31 2명 1명 언제될지모름 지금은 (첫째양육으로)너무 힘들어서 생각이 없어요. 

27 32 2명 1명 언제될지모름 

한 명은 제 생각이죠. 현재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구체적으로 애기 한 적은 없는데 (남편은) 여러 

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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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후 출산이유 

이렇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35세 이전에 출산을 마치려고 한다. 하지만  

몇몇 참여자는 35세 이후에도 출산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혼시기가 늦어진 경우이다. 아래의 면담 내용과 

같이 참여자3은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늦은 출산으로 이어졌다.  

 

▷참여자3 : 결혼 당시 제가 38이고, 남편이 40세고. 그냥 안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 진 거구요. 출산이랑 이런 거를 

생각하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는 난임이다. 생의학적인 이유로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되지 않아 출산까지 

걸린 기간이 길어진 경우이다.   

 

▷참여자5 : (결혼에서 첫아이를 출산까지)한 1년은 넘었어요. 아이가 안 

생겨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산부인과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가서 배란 

초음파하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빨리 출산하려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허니문 

베이비 하려고 날짜를 계산해서 갔는데도 안 되더라구요. 뭔가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병원 계속 다녔거든요. 시험관 아기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 

넘어서 그때 아이가 생겼어요. 계속 노력했죠 제가.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아이를 가지려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 쪽에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셋째는 출산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참여자19,20). 이들은 

여성들이 출산하는 데 생물학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였으나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특정 연령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중 

한명(참여자19)은 30세에 결혼했으나 8년 후 첫 자녀를 출산하였다. 난임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과 본인의 과업(박사과정)의 중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을 미루게끔 

하였다. 출산 당시 이 여성의 연령은 37세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연령이 높을 수록 자녀출산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는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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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것이다.  

 

▷참여자19 : 저는 2002년에 결혼해서 2008년에 애를 낳았는데요.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애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결혼하고 2004년에 석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끝날 때 쯤에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석사 논문 끝나고 나서 이쯤 정도면 애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박사를 들어가서. 박사 첫 학기 지나면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1학기 끝나고 가을 쯤에 임신을 한 거든요. 

 

또 다른 참여자(참여자20)는 30세에 결혼했고, 33세에 출산하였다는 점에서. 

연령으로는 다른 응답자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참여자는 출산이 우연히 

35세 전에 이루어진 것 뿐이라고 말한다. 본인의 결혼연령은“연령적 측면에서는 

적합했지만, 제 인생의 경로 측면에서는 약간 좀 이른 것”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기본적으로 연령보다는 자기가 계획했던 자리잡고 기반을 잡고 결혼하는 게 맞다” 

고 첨언하였다. 적합출산시기가 있다는 본인의 설문지 응답에 대해서는, 이는 결혼 

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바뀐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 두 참여자는 단지 출산 뿐만 아니라 결혼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상적인 결혼시점은 ‘나 개인이 어떤 사람이 명확해지는 시점 ’, ‘다른 

사람과 사는 산다는 것에 수용 할 만한 시점’ 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에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을 긍정하거나 부정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비해 이 두 

참여자들은 자녀를 가지긴 했지만 자신의 삶에서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규범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를 취할경우, 

관련된 과정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결혼과정에서 연령규범을 인지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결혼을 하거나(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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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관련된 과정인 출산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둘째자녀출산과정을 정리하면 <표10>과 같이 

8개의 하위범주와 4개의 상위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자녀출산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둘째자녀출산시기가 존재하며, 개인의 가치관과 자녀양육 환경에 따라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가치관 중 남아선호와 출산에 대한 

걱정은 둘째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걱정 중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체력적으로 힘듦’도 둘째출산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그 이외의 양육에 대한 걱정, 즉, 불안한 경제적 여건과 

자녀양육환경 부족은 참여자들이 둘째출산을 미룬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압력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둘째자녀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시점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출산제한시점 35세와 

일치하였다. 

표 10 둘째자녀출산과정(계획)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자녀의 터울이 있을 수록 좋음 
출산간격 

이상적인 

둘째자녀출산 시기 자녀의 나이차가 적으면 양육하기 좋음 

첫째가 딸이어서 
남아선호 

가치관 시부모의 아들 출산에 대한 압력 

본인의 나이가 많음 출산에 대한 걱정 

나이가 많을 수록 체력적으로 힘듬 

양육에 대한 걱정 

개인과 자녀양육 

환경의 부족 

배우자의 도움이 없음 

자녀 한 명으로 인한 시간적으로 부족 

자녀 두 명을 돌볼 자신이 없음 

회사일과 병행하기 힘듬 

첫째 자녀양육비용으로 인해 부담 
불안한 경제적 여건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 

돌봄시설이 마땅치 않음 자녀양육환경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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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볼 사람이 없음 

강하다 
압력의 정도 

압력에 대한 태도 
약하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압력에 대처 

받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음 

 

6) 갈등의 발생 

 

시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산시기에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신이나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합한 시기를 찾는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율하여 출산시기를 결정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첫째 자녀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으로, 건강한 자녀를 낳고 잘 키워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책임이 다른 출산시기 고려요인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들로는 

자신의 현재 직업이나 과업의 중요성이 있다. 이것이 당시 참여자의 삶에서 

출산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경우 출산시기를 미룰 수 있다. 둘째자녀출산시기 

결정에서는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시)부모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첫째가 딸인 상황에서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의 태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출산시기결정시 개인의 

우선순위가 그 시기를 조절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엄마로서의 책임감, 

직업이나 과업, 며느리로서의 의무는 모두 개인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출산시기에 

자신의 역할이 출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참여자들은 출산시기를 조절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어진 역할 

우선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나타난 여성들의 주요한 역할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의 ‘과업에서 역할’ 이다. 개인은 직장 등 사회 속에서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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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본 연구는 고학력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하는 만큼, 학업이나 전문직업 

집단에서의 역할이 과업에서의 역할로 관찰 된다. 

 

▷참여자8 : 목표도 목표지만 돌아가는 사회 안에 있는 게. 집에만 있으면 

저는 답답하고 하나라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 전 직장에서 얻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 하거든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장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 데... 

 

참여자10의 경우 학업을 직장을 얻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과업으로 표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직장이나 직업 혹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의 역할을 통틀어 ‘과업에서 역할’로 보고자 한다.  

 

▷참여자10 : 제 삶이란 게 있잖아요. 엄마로서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직장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집에서 애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시부모를 포함한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여성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를 낳아 가족을 완성하는 시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참여자23 : 결혼 전에는 3명을 낳는 것이었는데 현재 애를 나면서. 텀도 

너무 길어졌고 하나밖에 없지만 큰애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완전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신랑은 형제가 아들2 딸1이에요. 셋인 집에 

시집을 오면 셋은 낳아서 그것을 똑같이 이어줘야 한다고 말을 해요. 저의 

형님은 34살에 결혼해서 첫째를 36살에 낳았고 둘째까지 낳아서 지금 

40살이에요. 저는 둘째도 없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둘째, 셋째까지 

낳으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세요.  

 

여기에 자녀를 가지게 되면, ‘엄마로서 역할’이 추가된다. 이 역할은 자녀출산 뿐만 

아니라 양육을 포함한다. 출산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건강한 자녀를 낳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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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정에서 역할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참여자들은 말한다. 아래 참여자의 

면담 내용에서 보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면서 출산을 준비하기도 한다. 자녀에게 같이 자랄 수 있는 형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러한 엄마로서의 역할로 여겨진다.  

 

▷참여자14 : 아이 출산에 대한 것은 너무나 큰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결혼보다는 임신은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결혼해서 언제쯤에 아이를 

낳자는 것을 정했고, 또 아이를 한번 낳으면 일정기간 여행도 못 가고 못 

움직이고 이런 게 있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적금도 깨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만의 신혼여행과 또 

다른 즐거움도 있었고. 좋았던 추억이 있다는 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보다 아이를 낳는 그게 더 중요하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가꾸는 

10달이 중요하고. 10달을 잘 지내는 것보다 합방하는 그 날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 이전에 어른들이 100일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몸을 가꾸는 

거죠. 남자도 담배도 끊고 술도 안마시고. 숙면도 취하고 계획적으로 건강을 

위해 임신을 위해 몸을 만들고. 이렇게 훌륭하게 100%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산·임신을 저는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런지 건강하기 

아이를 출산을 했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줬고 지금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부족 

결국 참여자들은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두 세가지의 역할을 갖게 된다. 문제는 각 

역할들을 수행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한 역할의 수행으로 인해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직장여성 

등, 한 역할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참여자12 : 일단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력이 없어요. 집에 가면 바로 

집안일 하고 집안일 끝나면 애 씻기고 공부 좀 가르치고. 저녁에는 밀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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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반대로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2 : 차별까지는 아닌데 제 스스로가 솔로였을 때보다 애사심이 

없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윗 분들이 회식, 단합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를 입사를 하자마자 임신을 했었고 임신하는 동안에는 

술을 못 먹잖아요. 그리고 출산하고 애가 있으니까 애 핑계 대고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자리는 가더라도 항상 1차에서 밥만 먹고 

집에 오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윗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심리·정서적 불안 혹은 피로 

하나 혹은 둘 이상 역할의 충돌은 신체적 피로나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출산 이후 첫째자녀 양육은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다른 역할 수행에 영향을 끼치고 추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참여자11 : 특히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부부싸움이 많고, 그 다음에 애가 어릴 때는 자주 아프고 

애가 어릴 때는 신경 쓸 때가 많아서, 기저귀니 이유식이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신경 쓸 것들이라. 일에 집중이 안되죠. 

 

역할갈등의 생성 

참여자에 따라서 위에 언급한 역할들 중 두 세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각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나 욕구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역할 수행을 

미흡하게 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정서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결국 출산시기결정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의 수행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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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충돌은 ‘주어진 역할 사이에 갈등(role conflict)’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갈등(time-based conflict)’과 심리·정서적 불안 혹은 피로에 

따른 ‘긴장갈등(strain-based conflict)’으로 갈등형태를 나눌 수 있다.  

 

출산시기와 역할갈등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역할들이 동일한 시간대에서 중복되며 

충돌하기 때문이다. 고학력 여성들인 본 연구 참여들에게 학업은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과업이다. 그러나 엄마, 며느리로서의 역할과의 충돌은 본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게 하기도 했다. 일부는 학업과 결혼 및 

출산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49세까지 출산이 

가능하지만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35세 전에 자신이 계획하는 자녀 

출산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참여자들 중에 35세 이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는 늦은 결혼이나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고학력 참여자들에게도 이상적인 결혼시기, 출산시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기준은 결혼시점에도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0세 전후였다. 결혼적령기에 

대한 기존의 양적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연령규범이 결혼적령기의 여성들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불이익 즉, 결혼시장에서 낙오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은기수, 1995). 결혼적령기에 

대한 사회적 연령규범은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제한연령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참여자21 : 연령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러다가 못 

만나서 결혼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전문직인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선을 많이 본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친구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다들 그랬는데. 30살이라는 기준이 조금 

여자한테 사회적으로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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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 없으니깐.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30살을 기준으로 ‘결혼 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연령대에서 결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중에 한 명은 여성의 

나이를 ‘크리스마스 케익’으로 표현하였다.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연령이 가지는 

의미를 크리스마스 케익으로 비유하는 표현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크리스마스(12월 25일)전 까지는 크리스마스 케익이 잘 팔리지만, 25일이 지나면 

케익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든다. 팔리지 못한 케익은 유통기간이 지나 쓸 수 없는 

과일과 크림을 걷어낸 채 재포장된다. 그러나 유통기한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할 수 밖에 없다.이는 여성의 연령이 결혼시장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낸다. 

 

▷참여자18 : 서른 안 넘을라고 용썼죠. 30넘으면 크리스마스 케익 

이라면서요 여자는. 25세 때 가장 잘 팔리고 27세에는 크림 걷어내고 다시 

포장해서 팔고. 30살에는 폐기한다고. 

 

이렇게 연령은 출산시기 뿐만 아니라 결혼시기에도 하나의 강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출산시기에 작용하는 35세 연령기준은 결혼시기보다 더 명확하게 

사회적 규범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이것은 단순한 고려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확고한 규범임을 볼 수 있었다.  

 

사회규범으로서의 연령 

본 연구참여자들은 출산시기결정시 연령을 사회경제적요인 등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 모든 참여자들이 출산제한연령의 기준이 명확하고, 이 기준이 

한국사회에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결혼적령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정된 연령이 아니라 ‘29살에’, ‘30살 전에’, ‘30대 초반에’와 같이 30세 

전후의 연령이 언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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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 : 대학교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하진 않았지만 해보고 싶은 일들 나만의 생활도 해보고 자취 

생활도 해보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생활도 해보고 등등 한 다음에 한 29살, 

30살 정도에 결혼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좀 있었어요. 일찍 결혼하지 말자 

라는… 

 

반면에 출산제한시점 기준 35세에 관해서는‘만 35세에 낳는 건…’, ‘35살 

전에는 낳는 게..’, ‘35살 되기 전에’, ‘기준이 35살’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는 35세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연령’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ttersten 과 Hagestad(1996)는 연령규범의 

조건으로 세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행위에 대한 규정과 법규가 

존재한다. 둘째, 폭넓은 교감이 존재한다. 사회전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지되고 실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작동으로 인해 강요된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출산제한시점이 연령이 사회 규범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행위에 대한 규정과 법규이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예를들면, 노산, 고령산모, 

고령임신 등이다. 이 단어들은 우리사회에서 단순히 출산시기가 늦은 산모를 뜻하지 

않는다. 의학계에서는 이 단어로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불이익 있음을 경고하는가 

하면,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사회적 규정에 대한 강요를 함의하고 있으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폭넓은 교감이다. 본 연구는 표본집단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우리나라에 

해당 연령규범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세 가지 점에서 보편성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연령 기준을 지키려는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출산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참여자들도 우리사회에서 이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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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관련 연구들에서 고령임신, 고위험 산모 그리고 

늦부모의 기준을 35세로 하고 있었다(박희진 et al., 2006), (박상화, 한정호, 김성민, 

구숭엽, & 김석현, 1999). 셋째, 실제로도 30~34세 연령집단의 출산율과 출산수가 

가장 많고, 35세 이후 연령집단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 

세번째는 다양한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작동으로 인한 강요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연령 규범을 지키려는 이유는 기준 연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런 불이익은 결혼적령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받을 

불이익 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다. 결혼적령기를 지키지 못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은 

결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이지만(은기수, 1995), 출산시기를 지키지 

못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건강하지 못한 자녀출산이다. 사회적 

통제장치는 이러한 불이익을 강조하며 사회규범으로서 불이익을 회피하도록 

유도한다.    

 

연령기준형성의 배경 

연구참여자들은 출산연령을 일종의 규범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으로 의학적 근거를 

들었다. 실제로도 이 기준은 주로 의학계로부터 제시되어 왔다. 많은 의학 관련 

연구들에서 늦은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Heffner, 2004; Seoud et al., 2002; 조재현 et al., 1996; 허혁 et al., 

2004). 아래 참여자4의 경험에서 보듯이 병원에서 35세 임산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검사 횟수와 비용을 높이는 등의 의학적 처치를 권고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35세 이후 임산은 생물학적으로 위험하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참여자4 : 저는 첫째 아이 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서른다섯 살 이후부터는 

고령임산부로 취급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검사도 많고 위험부담도 많다 

그러더라구요, 이왕 가질 거면 서른다섯 살 안으로 가지라고 많이들 

그러더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낳을 거면 건강한 상태에서 가지면 좋단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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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의학계의 관점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학적 근거로 제시, 

확산된다. 고령여성, 노산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부분 고령임신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35세’ 라는 연령이다. 35세 

이후의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산모와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질병명과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기사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에 대중들은 

35세 이후는 임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산한 자녀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고령임신 일수록 고혈압 주의해야  

보통 35세 이상의 여성이 아기를 가졌을 때 고령임신으로 분류하는데, 

20대에 출산하는 여성보다 30대 이후에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여러 

임신과 연관된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우선 35세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각종 혈관질환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혈관질환은 

고혈압을 비롯해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등을 말하며 임신으로 인해 이런 질병의 위험이 증가된다. 특히 

그 위험이 20대 보다 2~4배까지 높아지게 되며, 증세가 심할 경우 신장이나 

태반에서 혈관 수축이 이루어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자궁으로 흐르는 

혈액량도 줄어든다. 만약 자궁의 혈액량이 감소하면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아기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결핍돼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저체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혈압에 따른 다른 질병의 확률 

역시 높아진다. (경향신문, [건강]고령임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출산 하나,  2011년  

9월 24일)  

 

이 밖에도 곳곳에서 35세라는 연령과 출산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함의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들면, ‘노산’ 엄마들의 모임인 ‘전국 노산맘 다 

모여라(전노맘)’은 자신들(노산맘)을 ‘35세 이후 임신, 출산한 엄마들’로 정의하고 

있다(café.naver.com/oldman).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임신에 대한 가이드도 찾아볼 

수 있는데 ‘35세 넘어 걱정없는 똑똑한 임신출산(출판사: 아름다운 사람들)’, ‘늦은 

임신, 더 행복한 아기 : 35세 이제 엄마가 되려고 하는 당신을 위한 임신 출산 

가이드(출산사: 미래의 창)’ 등이다. 이 밖에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41603492&code=9003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41603492&code=9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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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는 고령임신의 기준을  35세로 언급하고 있다.  또 주변에서 먼저 출산한 

여성들의 경험도 이러한 기준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한다.  (정유나, 2011년 9월 24일) 

 

▷참여자21 : 불임이 될 확률이 높다. 앞집 할머니는 결혼은 20대에 했는데 

15년정도 불임이 됐고 40살에 아이를 가지셨어요.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불안해서 사실은.  

 

결국, ‘의학’이라는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대중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재생산 과정을 통해 각 개개인의 내면에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잡는다. 눈여겨 볼 것은 이 연령의 기준이 ‘만 나이’ 라는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의학적, 과학적언어로 이야기 되는 규범인 

만큼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령계측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7  

 

▷참여자21 : 만 35살 아닌가요? 고위험 나이가 만으로 한다. 병원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건 원하든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요. 

 

한편, 출산적합시점은 27~32세, 혹은 빠를수록 좋다는 식의 답변이 제시되었다. 

적합 연령의 범위가 넓은 양상은 출산제한시점의 연령기준이 35세로 명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참여자4 : 저는 항상 결혼도 그렇고 얘기도 그렇고 젊었을 때 갖고 싶단 

생각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봤을 때 나이 많은 엄마보다는 젊은 엄마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젊었을 때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해보면, 제한시점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신체 능력이 급락하는 시점으로,  

                                         

7 이와 관련해서 ‘참여자1’ 만이 연령의 기준이 ‘한국나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다른 참여

자들이 공통적으로 의학적 근거로 연령의 기준을 ‘만’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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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넘길시 임신이 어렵고, 자녀와 산모의 건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생물학적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요인들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적합시점으로 근거로서 각각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인한 출산기간의 단축 

결국 35세라는 연령의 기준으로 인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실제로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기간은 여성 신체의 생물학적 가임기인 49세 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인 고학력 여성의 경우, 학위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연구참여자중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7명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며 학위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 

대학원생을 제외한 여타의 고학력 여성의 직업군은 직장인과 전업주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는 연령은 결혼과 출산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30세 전후 결혼, 35세까지 두 명의 자녀출산 이라는 연령규범을 

지키위해서는 학업을 지속하거나 연구원 등으로 경력을 이어가는 것을 일정부분 

단념하고 출산과 양육에 편리한 시간가용성이 높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고학력여성에서 과업수행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시간배분은 갈등상황에 있는 

것이다. 또 과업역할이 가중되는 시기에 자녀를 잘 돌봐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역할의 중요도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대한 

긴장갈등도 발생한다. 

 

출산순위에 따른 역할갈등정도 

역할갈등은 첫째자녀보다 둘째자녀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더 많이 언급된다. 

첫째자녀출산시기결정시에는 아직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갈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었던 반면에, 둘째자녀 출산시기결정시에는 자녀출산이 자신의 

과업이나 다른 역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둘째자녀를 미루는 이유로 언급된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양육의 어려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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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녀출산시기 결정시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래 응답 

내용과 같이 첫째자녀 보다 둘째자녀 출산계획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8 : 첫째(아이)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 째는 좀 체계적이라고 

할까? 계획적으로 할려구요. 아이 맡기는 것부터 언제 출산할 건지도.. 

 

이를 범주화 시키면 <표11>과 같다. 결혼과 출산으로 생긴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시간과 긴장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간중복과 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피로도로 다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각 

역할환경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의 정도나, 참여자 개인이 각 역할에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갈등의 형태나 정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표 11 갈등의 발생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음 
가족구성원 

주어진 역할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음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책임이 있음 

엄마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음 

자녀에게 형제를 만들어 줘야 할 의무 

자신이 계획하는 일(혹은 과정) 있음 
과업 

사회(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있음 

엄마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함 

역할간 갈등 

주어진 역할 

사이에서 

갈등발생 

과업 측면에서 불이익 받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못함 

두 개 이상의 역할 수행을 잘 못함 

자녀 한 명 양육으로 인해 다른 자녀 양육할 여유가 

없음 
역할내 갈등 

자녀 한 명 양육과정에서 얻은 자녀를 잘 못 보면서 

추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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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다른 역할 수행 시간부족 시간갈등 

갈등의 형태 역할수행으로 인한 피로도로 다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긴장갈등 

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 필요 

역할 환경 

갈등의 원인  

한 역할에서 더 많은 희생과 시간을 강요 

열악한 양육환경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감 
개인적 요인 

압력 정도와 태도 

 

7) 역할갈등 대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자녀수를 

결정하며, 역할 갈등으로 인해 자녀 출산을 포기하기 보다는 갈등 대처를 통해 

계획하는 자녀수를 출산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역할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할수행에 따른 시간부족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출산시기조정(출사시기를 당기거나 미룸), 출산여건 

마련(돌봄제공자/시설 확보), 과업의 희생(그만둠, 일시적중단, 직장을옮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방법을 동시에 취하기도 한다.   

   

과업희생 

시간갈등은 근무시간의 유연성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시출퇴근이 가능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였다. 

일부 참여자에게 이 과정은 자신의 과업역할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과업희생이다. 

그러나 아래의 응답내용에서 보듯이 출산과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과업을 

희생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참여자2 : 전 직장이 노량진이었고 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한 업무가 부담이 많았어요. 좀 커리어 면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을 다니자 해서 여기로 옮기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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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을 희생하는 형태 중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과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일시적으로 직업활동이 중단 

가능한 월급의사나 학원강사의 경우나, 고용상태가 안정적이고 휴직이 자유로운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다. 이 전략은 특히 고학력 여성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비고학력 참여자 9명중 3명(참여자 22, 23, 

24)은 첫째자녀출산이후 경력이 단절되었다. 나머지 5명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은행원(참여자 8), 교직원(참여자 13), 간호사(참여자 3, 5, 6))를 가지고 

있어 일시적 중단 전략이 가능하였다. 이에 반해 석사 재학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고학력 참여자들은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경력을 일시적으로 중단 한 후 다시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 참여자26 : 일을 그만두었어요. 원래 학원강사였는데. 애가 좀 크면 다시 

일할 거에요.  

 

일을 그만 두는 전략을 선택한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사회활동보다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계약직직원, 일반사무직 등)에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고용형태와 학력이 갈등해소 전략으로 과업희생을 선택하는데 각각, 

그리고 상호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고용형태 또는 

학력에 따른 고용형태의 유연성이 일시적인 과업희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참여자25 : 저는 제 체질에는 주부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일에 뛰어난 

사람을 굳이 가정주부 역할을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자기 성격에 

맞춰서 주부역할이든 일 역할이든 해야 하는 것 같고 저는 일이 맞지 않고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싫은데. 그래서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이쪽을 택했어요. 그래도 육아를 

힘들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많이 고통스럽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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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기조정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흔히 선택하는 갈등해소 전략은 자녀출산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아래 참여자와 같이 자신의 과업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시기를 미루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참여자10 : 애기도 좀 늦게 낳은 편이에요. 결혼하고 한 3년 있다가 

낳았어요. 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돈도 많이 들고. (아이생기면 돈을) 

못 모우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해서 미루었어요.  

 

반면에 오히려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빨리 자신의 역할 

하나를 완료하고(출산완료), 다른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참여자7 : 아이를 한 명을 키우나, 두 명을 키우나 힘든 건.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명을 계획하고 있는 데. 빨리 낳고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요. 

 

▷참여자9 :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명을 계획하고 있으면, 지금 빨리 

애기를 낳고 제 일에 전념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거든요. 

 

출산포기 

추가출산(둘째자녀)을 포기하는 전략도 사용된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이상적인 

자녀수로 두 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출산을 포기하였다. 이들은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로 자신의 연령을 들었다.  

▷참여자12 : 저희 신랑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저희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거기다 한 명을 더 낳는다는 거는 저한테도 부담이 되고 

시어머니에게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명인데. 제가 만약 일찍 

결혼했거나 전업주부라면 두 명 낳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여건마련 

또 다른 갈등해소 전략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나 양육자를 확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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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너무 낮은 월령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기는 것은 자녀의 건강이나 정서에 좋지 않거나 

안심하고 맡길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 가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 참여자13 : 저희 친정엄마도 안 봐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사를 했거든요. 

친정도 이사 가고 저희도 이사 갔다.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역할갈등 대처 전략 과정은 8개의 개념과 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개의 

상위범주로 나타났다.  

표 12 역할갈등 대처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출산시기를 당김 
출산시기 조정 

역할갈등대처 

출산시기를 미룸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의 직장으로 옮김 

자녀양육환경 조정 
출산 후 휴직 

돌봄 제공자 찾음 

돌봄 시설 찾음 

회사를 그만 둠 
역할선택 

출산을 포기 

 

8) 역할갈등 대처 방법 선택 배경 
 

역할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의 선택에는 앞서 언급된 역할에 대한 태도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표13>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태도와, 

역할 여건에 따라서 취하는 태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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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역할태도와 여건에 따른 갈등대처결과 

취하는 태도  참여자 
역할에 대한 태도 여건 

과업 엄마 가족 과업 양육돌봄 

일-양육 병행 

1 적극 - 비전통 우호 우호 

3 적극 - 전통 우호 우호 

6 적극 - - 비우호 비우호 

8 적극 약함 비전통 비우호 비우호 

11 적극 - - 비우호 우호 

13 보통 강함 전통 우호 우호 

14 보통 강함 전통 우호 우호 

15 적극 강함 전통 우호 비우호 

16 적극 - - 우호 우호 

17 보통 강함 전통 우호 우호 

18 보통 강함 전통 우호 우호 

21 보통 강함 전통 우호 비우호 

직장 옮김 
2 소극 강함 전통 비우호 우호 

7 소극 강함 전통 우호 우호 

일시적 그만둠 

4 소극 강함 전통 비우호 비우호 

9 적극 강함 비전통 우호 우호 

22 소극 강함 전통 비우호 비우호 

26 적극 강함 전통 비우호 비우호 

휴직 
10 적극 강함 비전통 우호 우호 

27 적극 약함 비전통 비우호 우호 

가사 전업 

23 소극 강함 전통 비우호 우호 

24 적극 약함 전통 비우호 비우호 

25 소극 강함 전통 비우호 우호 

둘째 자녀 출산 

포기(본인나이) 

5 소극 강함 전통 우호 비우호 

12 적극 - - 비우호 우호 

19 적극 약함 비전통 우호 우호 

20 적극 약함 비전통 우호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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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한 태도  

주어진 역할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엄마 역할이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높은 책임감을 갖거나 역할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참여자가 있는 반면, 자신의 과업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도 

있다.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과업과 엄마로서의 역할 각각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는 역할 수행이나 갈등해소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여자들이 취하는 역할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형태를 보였으며, 이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양육을 병행하는 경우이다. 일-양육을 병행하는 참여자들의 특징은 

과업에 적극적이고, 과업 역할에서 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주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나 직장이나 양육돌봄환경이 양육에 우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자녀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이다.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과업역할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과업과 엄마로서의 역할 간의 시간갈등, 

긴장갈등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한 경우이다. 개인적으로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 둔 경우도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은 직업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다. 일시적으로 중단가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과업역할에 소극적인 여성은 

일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한다.  

셋째, 가사전업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들 역시 개인적으로 사회활동보다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대체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계약직직원’, ‘사무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넷째, 추가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일-양육을 병행하는 참여자들의 자녀 

출산포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참여자 두 명(참여자19, 20)은 

과업측면에서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엄마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결혼을 꼭 하거나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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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참여자(참여자5, 12)는 두 명의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추가출산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이 취하는 전략은 주어진 역할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이외에 갈등대처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과업(일자리 등) 여건 

과업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부족이다. 직장에서 잦은 야근이나, 회식과 같은 회사 행사 참여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부족하게 하며, 양육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는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끔 한다. 여성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과, 그 중 

한 역할에 긴 시간을 투입해야 과업여건은 참여자들에게 시간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육환경의 여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란 곧 참여자들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취하는 방법으로는 (시)부모의 도움 요청, 가사도우미 

고용, 양육자 고용, 양육시설 확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너무 어린 

월령의 자녀를 양육시설에 맡기는 것을 망설인다. 어릴수록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시설 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충분히 

신경써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세 혹은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세  

이하의 자녀는시설보다는 자신이 직접 양육하거나가족 등의 믿을 수 있는  양육자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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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정도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시)부모의 출산압력은 과업여건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손자’나 ‘아들’을 낳으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역할갈등대처전략은 아래 <표14>와 같이 11개의 개념과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하나의 상위범주로 아우를 수 있다.  

 

표 14 역할갈등대처방법 선택 이유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과업 

역할에 대한 태도 

역할갈등대처 

선택 배경 

엄마 

가족구성원 

(시)부모압력 압력정도 

(시)부모의 도움 

자녀양육 돌봄 

가능 시설 

가사도우미 

양육자 

양육시설(보육원 등) 

양육에 우호적인 직장(일자리)분위기 
양육과 관련된 

과업여건 
시간가용성 

가능한 기간만큼 휴직 가능 여부 

 

9) 임무완수 
 

출산을 마친 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을 잘 마쳤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참여자23의 응답에서 보듯이 참여자에게 자녀출산은 

하나의 ‘임무’ 와 같은 의미였던 것이다.  

 

▷참여자23 : 일단 애 낳고 나서…제 임무 하나는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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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에 따라서 계획하는 자녀수 중에 한 명만을 출산한 경우도 있고, 

계획한 자녀수 출산을 완료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출산 완료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자체만으로 자신의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추가출산으로 빨리 이행하여 자신의 과업에 매진 하기를 택하거나, 출산을 미루고 

자신의 과업에 전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여자15 : 첫째 아이를 자연분만이든 수술하든 상관없이 분만을 하고 

나면 둘째는 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고 의사 선생님은 

얘기하시는데요. 첫째보단 (출산에 대한 압박이) 심하진 않을 거 같아요. 

 

▷참여자1 : 같이 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아마 같이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줄줄이 낳았을 때 약간 부담감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둘째를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 자녀 두 명을 출산한 이후에는 자신의 과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첫 자녀 출산 후 추가출산은 일정기간 연기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주도적으로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자녀를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완료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자들에게 자녀출산은 

주어진 역할 중의 수행 완료를 의미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15 임무완수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역할 수행완료 역할수행완료 
임무완수 

자신의 과업 유지 및 복귀 과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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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시기결정의 핵심범주와 과정 
 

1)  핵심범주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코딩에서 범주화를 통해 파악된 핵심범주들을 역할갈등대처 

수준에서 추상화시켰다. 연구참여자들이 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심리적문제(basic-psychosocial problem)는 ‘주어진 역할사이에서 갈등’ 

이었는데, 범주들 간의 관계를 다음 <그림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개인의 삶에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이나 계획 등과 같은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의 역할이 존재한다. 결혼을 하면서 여성의 과업에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추가된다. 문제는 각 역할을 이행하기 적합한 

시기나 수행을 마쳐야 하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출산제한연령 35세이다. 35세라는 

연령기준이 사회 내에 공고하게 자리함으르써 다양한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다른 

역할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엄마로서의 역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35세 전에 끝내야 하는 만큼, 개인에 따라서 이 연령시기에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35세라는 출산 연령기준을 둘러싼 역할수행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이 한 개인의 

삶에서 일시적인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삶에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출산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역할갈등에 대한 구조적 대응 전략 역시 35세라는 연령기준과 관련이 

있다. 이 연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여성은 

보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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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출산시기결정 과정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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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출산시기 결정과정 
 

비슷한 시기에 태워난 사람들은 죽을때까지 비슷한 경험을 비슷한 시기에 한다. 

가령, 학교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그리고 은퇴 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각 행위에 

적합한 시기가 존재하는데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거나 행위를 이행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시기에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출산하는 시기에 자녀를 낳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자 삶의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만큼 출산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출산시기 결정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양육에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힘들다. 특히 어린 자녀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아이 정서상으로도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녀를 낳는 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엄마의 건강상태가 중요한데, 산모의 나이가 너무 많으면 불임, 난산 

그리고 기형아 출산 등의 이야기를 뉴스나 관련 서적에서 접하고 주위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걱정이 많다. 특히 35세 넘어서 임신 출산하는 것을 고령임신, 고령산모라 

하면서 병원에서도 각종 검사를 젊은 산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임신기간에 더 

몸관리에 신경쓰라고 주의를 준다. 물론 꼭 35세가 넘으면 위험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개인차이도 있지만 신문이나 의사들도 그렇고 만약 아이가 잘 못되면 

본인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에 되도록 35세를 넘기지 않고 출산을 하고자 한다.  

이 연령까지 출산을 마치고자 하니 30살에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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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않다.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있는데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서 같이 하기 힘들다. 게다가 출산 결정권이 단순히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시)부모의 출산압력을 거부하기 힘들다. 결국 참여자들 출산시기에 

개인의 과업측면에서의 역할에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을 

이루여야 하는 역할까지 주어지게 된다. 특히, 첫째자녀 출산이후 자녀양육이라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참여자들은 더욱 역할 수행으로 인한 시간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긴장갈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역할간의 조율을 통해서 이 갈등을 벗어나고자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다른 부분을 손해보더라도 출산을 하고자 한다. 일이나 다른 것은 

자신이 손해를 좀 보거나 미루어서 할 수 있지만 출산은 이 시기를 벗어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산수를 줄이거나 출산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수만큼 출산하고자 한다.  

이렇게 출산을 완료하게 되면 자시에게 주어진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을 

가진다. 가족 내에서도 자신의 발언권이 커지고 하나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다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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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1. 논의 
 

1) 출산시기결정과정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이 자녀출산시기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요한 사회심리적 

문제는 ‘주어진 역할 사이에서 갈등’ 임이 드러났다. 역할 갈등의 정의는 

연구자와 연구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관련해서는‘개인이 점유하는 하나 혹은 여러 지위에 관련된 역할에서 요구되는 

기대들이 서로 상반되거나 동시에 수행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의미로 한정한다(이은주, 1981).  

출산시기결정 과정의 시작은 결혼이다. 결혼 후 여성에게는 기존에 본인이 

수행하던 과업역할에다 자녀를 낳아서 완전한 가족을 구성해야 한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추가된다. 

이것은 결혼이 단순히 부부의 동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진 외형적 형태에 구성원 각자가 온전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의 

의미를 내포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에게 자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연구대상자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역할갈등의 형태는 ‘시간갈등(time-based 

confilict)’과 ‘긴장갈등(strain-based conflic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일-가족양립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았다(Jeffrey H Greenhaus & Beutell, 

1985; Netemeyer, Boles, & McMurrian, 1996; 박기남, 2009; 정영금, 2005; 

최혜지,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역할갈등이 출산시기결정과정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역할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시점이 존재하고, 그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나 책임이 요구되지만 역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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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행 기간이 중복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엄마로서의 역할과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은 대부분 같은 기간에 수행되기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이 둘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는데, 출산에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인 자신을 주된 양육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가사 역시 수행해야할 여성의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사일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고 실천하게 하는 

젠더효과의 영향을 밝힌 일-가족 양립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수정 & 김은지, 

2007; 박기남, 2009; 최혜지, 2007). 배우자의 가사참여는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주는 역할’의 수준으로만 기대된다. 강이수(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 여성들은 가사분담의 불균형을 남편에게 공평한 가사분담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부모의 지원을 통해 가사노동을 대체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해온 

고학력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주된 책임자라는 인식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은 여성의 과업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우리사회에서 존재하는 출산제한시점에 대한연령기준(35세)과‘두 명의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자녀가치관까지 더해지면서 참여자들은 35세 전에 자신의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역할이 늘어났지만 각 역할별 과업의 양이나 참여의 정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연히 시간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참여자들은 5년이내 출산경험을 가진 여성들로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기남(2009)의 연구에서 시사하듯,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양육기 취업여성들은 자신의 주당 평균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등 

주로 절대적인 시간의 양과 관련된 변수들과 관련하여 시간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6세 이하 어린자녀의 존재유무가 취업여성의 시간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돌봄노동을 배우자가 충분히 분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간갈등을 느끼는 



１１６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참여자들 역시 교육수준, 직업유무, 직종과 관계없이  

어린자녀 양육에 따른 시간갈등을 경험하였다. 한편, 긴장갈등은 한 역할 수행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다른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J.H. 

Greenhaus, 1988). 결국 긴장갈등은 한 역할에 투자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다른 

역할 수행이 어려워서 겪는 시간갈등(이기영 & 구혜령, 1992)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기 보다는 시간갈등과 긴장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과업측면을 희생하거나 

양육환경 보강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하는 두 명의 자녀를 모두 출산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재경과 장미혜(2004)의 연구는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여성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은 어린 자녀 양육기간에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시간제근무를 활용 함으로써 경력에서의 단절을 감수하며 양육자의 역할에 

충실하려한다. 이러한 전략은 일과 가족 사이에서 요구되는 상반된 요구와 과중한 

역할부담을 조정하기에 성공적이다(Castells, 2000). 연구자는 23-24세 연령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연령집단이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어떻게든 양육부담을 해결하고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생존자들’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부는 시간갈등과 

긴장갈등 해결을 위해 출산을 미루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이것은 직업유무와 

상관없으며, 주로 둘째자녀출산시기 결정과정에서 나타난다. 첫째자녀출산시기결정 

때보다 둘째 자녀출산시기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이유는 결혼에서 

첫째자녀출산까지는 이행되는 이유가 명확한 데 반해 둘째자녀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또 다른 이유는 첫째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자신의 

삶이‘흐트러지는’경험이다.  스스로 조절과 예상이 가능했던 상태를 벗어난 

새로운 상황의 직면은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여성들은 이 상황에서‘어느 

한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모성갈등 예측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자녀양육을 통해‘한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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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조희정, 안숙희, 신재신, & 

이선옥, 2005).  

이로 미루어 볼 때 둘째 자녀출산시기는 여성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역할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자녀 

출산시기결정시기에는 사회적 과업측면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만 존재하지만,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엄마로서의 역할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자녀 

출산은 시기를 조절하거나 미루는 등 첫째자녀출산 때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대상자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대신 과업을 희생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은 ‘두 명의 자녀는 있어야 한다’ 는 자녀가치관이 내재화 

되어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거나, 엄마로서의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한 

다는 생각 등 사회적 가치관은 종종 다른 요인들보다 우선시된다. 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시점과, 출산을 서두르는 이유로 여성의 연령이 언급되는 갈등대처를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임무 중 하나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다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결국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갈등이 없는 문제 

해결이라 것과 맥을 같이 한다(Frankel & Bates, 1990).  

 

2)  자녀계획에서 고려하는 연령 
 

본 연구참여자들은 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출산시기 계획시 연령을 

고려하였다. 생물학적 이유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출산을 하는 데 제약이나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박다혜와 유계숙(2011)의 연구에서 

만혼 여성들이 조혼 여성들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노산 및 불임 우려’가 

자녀출산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임이 나타난다는 것에서 보듯이 ‘노산 및 

불임’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출산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출산시기에 고려되는 연령의 의미를 분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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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Mynarska, 2010; B. Perelli-Harris, 2005; Potančoková, 2009)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생물학적 이유가 출산시기에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참여자들은 35세를 언급하였는데, 이 기준으로 인해서 

35세가 넘은 기혼 여성들이 출산의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그림3> 

에서 보듯이 35세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출산 행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35세의 연령기준을 의학계의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의연맹(FIGO)에서는 고령산모를 35세 이상의 

나이에 초산과 상관없이 임신을 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 연령 기준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준이 아니다. 하지만 35세라는 연령의 기준이 모든 국가나 

사회에서 본 연구 결과처럼 확고해 보이진 않는다. 가령, 초혼연령은 비슷하나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서유럽이나 미주지역의 국가들에서 35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UN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2000~2005년 

30~34세 집단의 천 명당 출산아수는 118.8명, 35~39세는 52.6명이었다. 같은기간 

독일은 30~34세 79.0명, 35~39세 30.1명, 영국은 30~34세 92.8명, 35~39세 

44.9명, 캐나다 30~34세 95.7명, 35~39세 40.0명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림 3>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 30~34세 81.5명, 35~39세 18.7명으로 3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출산아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이들 국가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초혼연령이 비슷한 유럽에서는 35세 이후에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30세 쯤에 결혼해서 30~34세에서 이루어지는 

점과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연령기준은 

우리와 달리 30세로  나타났다(Mynarska, 2010; B. Perelli-Harris, 2005). 비단 

국가별 차이 뿐만 아니다.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을 통해서 연령의 기준이 부모세대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출산 연령의 기준보다 (시)부모가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이 더 

낮아서 빠른 자녀출산 이행을 권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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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출산시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할 수 없었지만 출산연령의 기준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이 35세의 기준을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더 지키려는 경향은 단순히 이 기준이 의학적 근거에서만 찾기에는 부족하다. 다른 

국가나 시대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보다 먼저 연령규범과 

출산시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동유럽 연구들에서는 그 이유를 ‘보수적 

가족가치관’ 을 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구소련의 몰락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결혼 연령이 상승하였지만 출산연령은 결혼연령의 상승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과 자녀의 건강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서 

출산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출산연령의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늦은 

출산을 피하려한 이유와 같았다.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은 우리나라는 출산과 결혼 현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을 통한 출산이다. 서양 국가에서 결혼 대신 동거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데 반해(Lichter, McLaughlin, & Ribar, 

2002),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존재한다. 가령,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결혼을 한다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혼외출산율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보듯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가져야 하고, 여기서 자녀출산은 단순히 자녀출산이 아니라 ‘건강한 자녀출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직접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있다. 

생물학적 이유로 여성들이 연령의 기준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남성은 해당 없다고 

응답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들이 연령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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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강하게 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시부모의 압력도 마찬가지다. 시집을 온 이유 온 이상 자녀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시집 온 며느리로서의 역할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응답자들은 자녀 성별에 대한 기호가 없지만 남아를 출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출산에 한 결정권이 현 출산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참여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족중심문화를 배경으로 한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에 관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출산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세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강한 형성된 기준으로서 규범으로 작용하고 이를 어길 시 자녀 출산의 

결과와 상관없이 강한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연령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령은 단순히 살아온 기간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령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살아온 삶의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령,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몇 

살입니까?”이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간을 나타내는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대답하지만, 질문자는 응답자가 현재 학생인지, 일을 

하는지, 혹은 결혼 여부 등을 예상할 수 있다(Elder Jr, 1994). 이렇게 연령은 

사회에서의 역할,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Henderson, Goldsmith, & 

Flynnm, 1995).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워나서 죽을 때까지 학교입학, 졸업, 결혼, 

부모 되는 시기, 은퇴, 사망 등과 같은 많은 공통된 사건(evnet)을 경험하는데 

(Hagestad, 2003),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는 나이, 

결혼적령기, 은퇴연령 과 같은 개념이 생긴다. 이것은 간혹 규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적령기이다. 결혼적령기는 연구에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연령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령과 관련된 규범에는 각 행위에 대한 

기대되는 연령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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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Modell, 1980). 이런 기준을 넘길 시 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가령, 결혼적령기를 넘긴 남녀를 의미하는 ‘노총각’, ‘노처녀’ 라는 

단어들이 대표적이다. 늦은 출산을 의미하는 단어들도 존재하는데, ‘노산’ , 

‘고령산모’, ‘고령임신’,  등이다. 이 단어들은 우리사회에서 단순히 늦은 산모를 

뜻하지 않는다. 게다가 본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출산과 관련해서 35세의 연령기준이 폭 넓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동일한 연령기준과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현재 결혼과 출산을 하는 세대들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출산시기에 연령을 고려하는 참여자들이 출산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필요성, 결혼적령기와 같은 관련 행위에 보수적인 가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출산시기에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결혼적령기나 

자녀의 필요성에서도 개인의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 세대를 중심으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 함으로서 규범이 하나의 

행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Hutchison, 2010). 결국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재하는 문화적인 태도를 

습득해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Andersen, 2005),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자녀 출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들을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공통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연령의 기준은 속한 집단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참여자들의 (시)부모와 다른 출산에 대한 연령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연령의 사회적 특징 중에 하나가 연령에 따른 특성과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의 30대와 부모세대의 30대는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삶의 과정이나 각 행위의 연령의 기준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동시대출생집단효과(cohort effect)라고 하는데, 이는 

출생시기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각 집단의 살아온 배경이 다르므로 세대가 

가지는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김애순, 2002). 예를 들면, 부모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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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적령기와 현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적령기에는 차이이다(한경혜, 1993).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동유럽과 차이가 나는 것은 동시대일지라도 속한 

사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25살을 넘긴 

미혼여성을 노처녀(old birthers)로 생각하지만(B. Perelli-Harris, 2005), 

한국사회에서는 이 연령은 조혼에 가깝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35세라는 연령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 출산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이 여전히 깊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란 

지금의 출산세대에게도 여전히 내면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의학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여 출산시기에 연령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연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참여자들이 출산시기에 고려하는 연령의 기준은 확고해 보인다. 그리고 이 

연령은 하나의 규범처럼 연구참여자들에게 작용하였다. 출산 연령규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라도 두 명 이상의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자녀가치관도 확고하였다. 

결국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출산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지연되어도 

원하는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이 

28.9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서 출산제한 연령인 35세까지는 약 6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결혼연령의 상승이라는 속도(tempo)의 

효과가 출산아수 감소라는 양(quantum)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질적인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본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들에서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저출관의 관령성이 없거나 적다고 지적하고 

있었다(민현주 & 김은지, 2011; 은기수, 2001a). 이를 미루어 볼 때 다소 

결혼연령이 상승하더라도 출산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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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수(2001a)가 1990년대 결혼연령에 따라 첫째자녀출산 간격이 차이가 있지만 

전보다 그 간격이 낮아진 이유로 여성이 평생 1~2명의 자녀를 가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가정은 타당성 있어 보인다. 이는 계획하에 

출산자녀수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고 출산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시기가 늦어져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은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자녀출산수를 정하고 출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시점이 빨라거나 적합하였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계획하에 출산시기를 결정하였다. 결국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결혼연령의 증가로 인한 출산시기 변화 때문이 아니라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가?’ 하는 자녀수에 대한 자녀가치관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양 국가에서 결혼에 대한 비용의 증가와 성별관계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결혼가치관이 변하고, 결혼 대신 동거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데 반해(Lichter et al., 2002),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서 동거가 하나의 자녀 출산의 과정이 아니라 결혼의 전 단계나 

자녀출산을 제외한 동거형태로써만 존재해서 출산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현상은 미혼남녀의 결혼 지연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전광희, 2006; 진미정 & 정혜은, 2010).  

하지만 본 연구 응답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에서 35세 혹은 결혼연령이 

높은 여성들이 첫째 혹은 둘째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연령규범으로 인해서 출산자녀수가 

급격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용(2009)의 연구에서 35세 이상의 

여성들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이 낮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35세를 넘은 

응답자들이 연령으로 인해서 추가출산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연령규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연령규범의 기준이 되는 35세가 결혼연령이 늦거나 

추가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빠른  자녀출산으로 이행하게 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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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게 되지만, 이를 넘길 시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35세라는 연령 기준이 한 동안 변화 될 가능성이 적은반면,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출산시 고려되는 연령기준의 형성 

근거가 산모와 자녀의 건강 측면을 고려한 생물학적 이유인데, 의학계에선 여전히 

고령임신과 자녀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김동식, 김영택, 

& 김태희, 2011; 허혁 et al., 2004). 이를 미루어 볼 때, 이 연령규범의 기준은 한 

동안 확고하게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결혼연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결혼시장탐색모형(a search model of marriage market)에 따르면, 결혼은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하여 이행되는 형태인데, 남성의 임금이 낮아지면 여성들은 임금이 

낮은 남성과의 결혼을 회피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여성의 결혼 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상호 & 이상현, 2010).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은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결혼으로 이행할려고 한다(은기수, 1995). 

결국 결혼으로 이행은 남성의 결혼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관려 통계들을 살펴 보면 결혼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고용안정성, 소득 등은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세와 가까워 지고, 연령규범의 기준이 

여전히 확고하면, 여성들은 연령규범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는 확고한 연령규범과 자녀가치관으로 인해서 결혼 연령이 일정 

부분 상승하더라도 출산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결혼시기가 더 늦어지면 

오히려 연령규범으로 인해서 출산율의 하락은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의 몇몇 연구들에서 계획자녀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결혼 연령이 더 

상승하게 되면, 다시 결혼시기의 변화(tempo)가 출산율(quantum)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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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연령규범이라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서 현재의 출산현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출산현상에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이수, 2011; 장미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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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의 
 

1) 이론적 함의 
 

출산연구는 정책수립으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용학문이다. 출산인구는 

20~30대 연령층의 여성으로 한정되지만, 출산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경제, 

사회구조,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령, 결혼시기,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남아선호사상 등은 경제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결혼연령에 따른 출산시기의 차이를 사회문화적 

배경보다는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지표를 활용한 

단면적 분석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 결혼과 자녀출산을 통합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별개의 현상으로 기술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거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치관 

분석(권용은 & 김의철, 2004; 김태헌, 2005; 신효영 & 방은령, 2009; 이삼식, 

2006; 정성호, 2009)등의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로 잘 설명되지 않았던 최근의 출산 현상에 대한 설명과 

그 근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과정에서 고려되는 연령의 기준과 의미,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출산시기결정 과정, 연령의 의미 그리고 연구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출산시기결정을 기존의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으로 

기술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연령, 교육수준, 경제력, 취업여부, 일자리상태 등 주로 

사회경제 관련 요인들과 집단 특성에 따른 출산시기와의 미시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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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다면, 본 연구는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여성들이 출산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 그리고 그 바탕에 자리한 사회·문화적 원인에 

주목하였다. 이런 접근은 주로 일-가족 양립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들이 출산결정에 작용하는 ‘역할 갈등’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것과 그 범위와 원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역할의 범위는 단순히 개인이나 부부에서 

벗어나 (시)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구성 전체에 걸쳐 있었으며, 그 원인은 출산 과정 

뿐만 아니라 결혼선택, 자녀선택, 그리고 양육과정에서 작용하는 일련의 동일한 

가치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결혼-출산-양육’에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가치관을‘보수적 가족가치관’으로 개념화하고 이것이 연령규범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기술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령규범 관련 연구 범위를 출산시기까지 확장 시켰다. 국내에서 

연령규범 연구는 노년기(이금룡, 2006), 결혼시기(은기수, 1995; 한경혜, 1993)에 

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연령규범은 우리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출산력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틀을 적용하거나 변수들을 사용하는 것은 출산율 

하락기에는 유용하지만, 초저출산 행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간격은 오히려 줄어드는 

출산간격의 변화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출산 시기(tempo)가 

양(quantom)에 영향을 미친다는 Ryder의 출산율 하락 이론이나, 초저출산시기에 

접어 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를 계획하기 때문에 양(quantom)이 

오히려 출산시기(tempo)에 영향을 준다는 은기수(2001a)의 관점 역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적정 자녀 수를 정해 놓고 출산을 한다는 영향력의 

방향설정은 타당하지만 출산간격이 줄어들고 일정 연령대에서 출산이 많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35세 전에 자녀를 출산' 

하려는 연령규범의 작동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이론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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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Glaser가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의 사용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방법(근거이론)이 출산관련 국내 연구에서 활용된 예는 거의 없다. 게다가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 사회, 사회복지, 간호학 분야의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Strauss와 Corbin 제시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근거이론=축코딩’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정도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Glaser(1992)는 Strauss와 Corbin이 제안한 이 근거이론 

방법은 이론을 ‘발견’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재서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반면, Glaser가 제시한 분석방법은 연구자가 이론 도출과정에서 

많은 자율성을 가지는데, 이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장점을 있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은 하나의 틀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Glaser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은 새로운 연구분야에서 이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방법보다 더 명확하게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을 있다. 본 연구에서 Glaser의 

방법을 활용한 것은 이론 도출과정의 엄밀성을 확보한 데 더하여 출산 관련 연구 

측면에서 연구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타 연구분야에서는 모델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제언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아닌 ‘출산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접근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율 증가 정책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평균결혼연령이 증가하여 35세에 가까워지면 연령규범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보통 30세를 전후로 

결혼하며, 연령규범 상의 출산제한시점인 35세까지는 약 5년의 시간이 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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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자녀를 원하는 자녀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이 5년의 시간을 활용하여 

출산이라는 생애과업을 완수한다. 그러나 만약 결혼연령이 높아진다면 자녀 출산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출산제한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출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저출산 상태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결이 쉽지않은 만큼(Lutz, 

Skirbekk, & Testa, 2006) 국가에서는 더 이상의 출산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출산시기 

결정과정에서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출산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초저출산 상황에서도 기혼 여성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녀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35세라는 

출산제한시점은 의학적 견해가 언론을 통해 확산, 확대되면서 형성되었으며 

여성들은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자녀출산의 

궁긍적인 지향점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다. 넷째, 출산시기 결정과정의 모든 선택과 갈등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남성보다 높은 의무감을 갖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결혼대상 연령층에게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안정화하여  

초혼연령을 낮추거나 유지시킨다. 35세라는 출산제한시점은은 규범화되어 여성들의 

내면에 확고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며 장시간에 

걸쳐 장시간에 형성된 것으로, 즉각적인 교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지금 출산을 하는 연령 집단에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초혼연령이 상승하여 35세에 가까워지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혼외 출산율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은 정책적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특히 소득수준 하락, 직업안정성 약화, 주택가격의 상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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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결혼을 미루는 주된 이유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결혼관련 지원정책 선호도는 ‘주택마련 지원’ 61.7%, 

‘결혼비융 융자 지원’ 22.5%로 주택마련과 결혼비용이 결혼의 주요한 

장애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정책은 오히려 

결혼대상 연령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국세청은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을 마련했는가 하면(머니투데이, 

2012년 10월 9일기사; ‘부모가 준 3억 신혼집, 5년뒤 7700만원 ‘세금폭탄’ 

왜?),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은 신혼집 마련 평균 비용인 1억 

2천만원(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0)에 한참 못미치는 3천만원에 불과하다. 부부가 

신혼집 마련 비용의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들은 

지금의 결혼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출을 이용한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본인 연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7%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기준은 가구수입연 4천5백만원이하의 신혼가구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8천만원이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일시상환하는 방식은 정책 

대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 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2년 이내에 

8천만원을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출기간은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나 그만큼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결혼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결혼연령층에 

전가하는 방식은결혼시기의 지연, 그리고 출산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혼부부임대주택 등 저비용으로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확보나, 

주택마련 이자비용의 한시적 탕감, 부모가 지원해 준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증여세 

인하와 같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젊은 층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취업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서 사회 진출 연령대를 낮추고 초혼연령을 낮추거나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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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출산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자녀출산시기는 결혼 

시기가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둘째자녀출산시기는 여성들의 과업측면에서의 

희생이나 첫째자녀양육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자녀출산이후 출산을 미루어, 출산으로 

이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난임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출산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출산간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녀양육에 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본 연구참여자 중 ‘늦은 출산’을 한 이들은 

양육에서의 체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외에도 양육비용, 

양육에 따른 개인의 노동력 상실과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 양육과정에서의 

자신감 저하 등도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실제로 2010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는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단절의 이유로 무려 92.6%가 ‘자녀양육’을 

들었다(정은희, 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 정은영, 2012). 주된 경력단절 여성 

연령층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도(이삼식 & 최효진, 2010) 

주 출산연령대의 양육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양육부담은 여성이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여성의 양육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가 가사 및 양육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리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들에서 시간제노동(part-time work)이나 변형근로시간제(flesi-

time)와 같은 시간유연근무제는 일-가족 양립 어려움을 완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leebos, 2003). 또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제도를 이용하고 잇는 

취업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실태 및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의 결과, 

유연근무제는 여성들의 취업중단 위험을 방지하고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홍승아, 이미화, & 김동기, 2011).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모두의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이는 절대적 근무양과 

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단순히 여성들의 출산간격을 줄이는 

것을 고려한다면,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premium) 과 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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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첫째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자녀와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여, 

첫째자녀 출산에서 둘째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출산간격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Rønsen & Sundström, 1996) 이 있어 배우자의 가사 및 양육노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양육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녀수, 자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녀출산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손실 등의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듯, 여성들이 연령규범을 내면화하는 바탕에는‘언론을 통한 

정보습득’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곧 출산관련 각종 보고서나 연구 결과를 활용한 

보도들이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도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가령,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20~44세 미혼 남녀와 기혼 여성, 15~64세 기혼 여성 등 총 1만 338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22년)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3억 896만 4000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갖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든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관련 보고서나 연구들도 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러한 상황은 대중에게 ‘출산=불이익’ 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출산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서 얻는 정신적 만족감 등을 경제적 가치로 수치화 

시켜 손익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실제로 자녀로 인해서 정신적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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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대중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이 불이익만 있는 행위는 

아니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넷째, 자녀연령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여성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가장 어린 자녀가 6세이하인 경우 그 양육방식으로 인해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건강한 자녀를 낳아 잘 키워야할’포괄적인 의무를 갖는다. 연구참여자들은 

너무 어린 자녀를 시설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염려하였으며, 2세 혹은 

자녀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직업에 복귀해야할 상황 일 경우 주로 (시)부모 등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는 최근의 연구에서 시사하듯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안전한 자녀 양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김승권 et al., 2012).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양육비 지원정책은 0~2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자의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가족으로부터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경우는 여성의 휴직기간 연장이나, 시설 보육교사 당 영유아수 

제한 조치 등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안전한 양육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모성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 듯,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하루 종일 양육노동에 

시달리며 산후우울증이나 자신이 사회에서 뒤쳐진다는 불안감 등을 경험한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일주일에 하루 가량 양육노동을 쉬거나, 빨리 일에 복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자리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구립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자녀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육아법 교육이나 배우자의 육아 참여 유도 프로그램 제공 역시 여성의 양육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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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모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한계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한 질적연구로서 연구방법과 

연구자의 역량에 따른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연구방법 측면에서 연구자는 

근거이론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법을 최대한 따르고자 했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을 취했다. 가령, 연구참여자 모집은 근거이론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대신 유의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5년이내 출산을 경험한 고학력 기혼여성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집단으로, 이들을 선택하고자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모집된 참여자들은 심층인터뷰에서 자신의 출산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여 질적연구에 권장되는 면담횟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었다. {Kaon, 1982 

#7}또한 연구자의 역량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처음 시도 

하는 질적연구로 그 수행과정에서 일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면접과정에서질문을 해야 하는 시점을 놓치거나,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면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추가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성(gender) 차이에 따른 신뢰성(trustworthiness)의 

문제점도 고려할 수 있다. 미혼 남성인 연구자와 기혼 여성인 연구참여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성(reciprocity) 문제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성별(gender)이 다를 경우는 

성별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Hyman, Cobb, Feldman, Hart, & 

Stember, 1954; Padfield & Procter, 1996). 또 연구자가 남성이고 연구참여자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말미암아 연구자의 태도나 질문자체가 참여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자 자신이 성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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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DeVault, 

1990; Edwards, 1990; Herod, 1993; Riessman, 1987; Seidman, 2006); Seidman, 

2006에서 재인용). 다른 하나는 연구자의 혼인상태다. 본 연구자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출산, 양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기혼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면담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묻는 등 

흐름을 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였다. (Seidman, 2006) 

본 연구자는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면담을 진행하려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참여자와 밀접한 관계(rapport) 형성을 위해서 부정적 질문을 

하거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피하고 연구참여자의 생각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Green & Thorogood, 2004). 이외에도 연구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사과정에서 질적연구 경험을 가진 두 명의 석사급 기혼여성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질문방식, 성차별적 태도의 존재 여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서 

수집된 자료나 분석 결과에서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편향이 있을 수 있다.  

 

4)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출산현상에서 나타난 연령의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결혼과 출산에 가장 취약한 고학력 기혼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들로부터 연령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규범 자체가 통계적 평균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정찬모, 유지연, 김경희, 

김정오, & 유의선, 2003). 규범이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한 집단 내 대다수의 

file:///C:/Users/WK21/Downloads/178-200%20___%2012-79.docx%23_ENREF_7
file:///C:/Users/WK21/Downloads/178-200%20___%2012-79.docx%23_ENREF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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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그 규범을 기준적인 절차라고 간주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할 때로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질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할 때 연령이 

출산시기결정에 고려되는된다는 현상의 단면만을 보기 보다는 연령규범에 의한 

출산시기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힐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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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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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연령 : 만 ________________________ 세 

 

3-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② 초등학교③ 중학교④ 고등학교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⑦ 대학원 석사⑧대학원 박사 

 

3-2. 그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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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본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예) 대학원 박사과정,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팀, 전업주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혼과 부부생활> 

5. 귀하는 현재 남편과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사실혼 응답자의 경우 같이 살기 시작한 날짜를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 년 _______________________ 월 

 

6. 결혼당시 남편과 본인의 연령은 몇 세 였습니까?(한국나이로 적어주세요) 

⇨ 남편 _______________________ 세 

⇨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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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당시 주택마련비용 포함 총 결혼비용은 얼마입니까? 

⇨ 총비용 __________________ 만원 

⇨ 이중 주택마련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_____ 만원 

 

8. 결혼 비용 중 (시)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시부모 __________________백만원 

⇨ 친정부모 __________________ 백만원 

 

9. 결혼 당시 살았던(혹은 살고 있는) 주택은 자가입니까? 혹은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고 있다면 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보증부 월세로 분류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무상에는 정부 혹은 교회로부터의 제공받은 주택, 회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포함) 

⑤ 무상 및 기타 

 

10. 결혼 당시 살았던(혹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서울시 ________________ 구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고 있다면 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보증부 월세로 분류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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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에는 정부 혹은 교회로부터의 제공받은 주택, 회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11. 지금 거주하는 집과 같습니까? 거주형태나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현재의 주택 

상태에 대해서 응답해주세요. 

⇨ 변동있다 ( ) , 변동없다 (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포함) 

⑤ 무상 및 기타 

 

12. 사시는 곳의 변동이 있다면, 현재 사시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____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___ 구(시) 

 

13. 자녀를 돌봐주는 (시)부모님이, 현재 사시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____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___ 구(시) 

 

14. 현재 귀하가 사시는 집과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부모님 집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__ 분  

⇨ 이동수단 : _______________________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15.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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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④ 하지 않는게 낫다 

⑤ 모르겠다 

 

16. 귀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 남자는 결혼하기 좋은 연령이 있다 ( ) , 없다 ( ) 

⇨ 여자는 결혼하기 좋은 연령이 있다 ( ) , 없다 ( ) 

있다고 응답하였다면,  

⇨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 세 

⇨ 여자 _______________________ 세 

 

17. 귀하는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가지는 것이 좋다 

③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④ 없는게 낫다.  

⑤ 모르겠다 

 

18. 실제계획자녀수가 아닌,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 명 

 

19. 귀하는 실제로 현재 자녀를 포함하여 몇 명의 자녀를 계획 하고 계십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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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하는 현재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 명 

1) 첫째 자녀는 언제 출산하셨습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 년 _______________________ 월 

2) 둘째 자녀는 언제 출산하셨습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 년 _______________________ 월 

 

21. 만약 추후자녀계획이 있다면 언제 출산할 예정입니까? 

① 1년 이내 

② 1-2년 사이에 

③ 2-3년 사이에 

④ 3-4년 사이에 

⑤ 5년 후부터 

⑥ 언제 될지 모르겠음 

 

22. 귀하는 사람들이 첫 자녀를 가진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 남자는 상관있다 ( ) , 상관없다 ( ) 

⇨ 여자는 상관있다 ( ) , 상관없다 ( ) 

있다고 응답하였다면,  

⇨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 세 

⇨ 여자 _______________________ 세 

 

<자녀돌봄> 

23. 미취학자녀 돌봄에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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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돌보는사람 돌봐주는시간 지불비용 

첫째 

(1) 일주일평균______시간 월평균________만원 

(2) 일주일평균______시간 월평균________만원 

(3) 일주일평균______시간 월평균________만원 

둘째 

(1) 일주일평균______시간 월평균________만원 

(2) 일주일평균______시간 월평균________만원 

(3) 일주일평균______시간 월평균________만원 

 

24. 미취학자녀를 보육시설 혹은 사교육 시설에 보내고 계십니까? 

❋기관 및 시설이 하나 이상인 경우,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교과목과 예체능을 같이 담당하는 종합학원의 경우 교과목 학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내시는 교과목 학원이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들을 모두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예로, 영어 학원을 두 곳, 수학 학원을 두 곳, 국어 학원을 한 곳, 

총 다섯 군데의 교과목 학원에 보내시는 경우, 보육시설/사교육시설에는 ③ 

학원(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으로 응답하시고, 시설이요일, 시설이용시간, 

지불비용에는 다섯 개의 학원에 다니는 일수, 시간,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놀이방 

③ 학원(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④ 학원(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⑤ 직장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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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의 포함) 

⑦ 예체능 개인교습  

⑧ 보내지 않는다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답지> 

미취학자녀 보육시설/사교육시설 시설이용일 시설이용시간 지불비용 

첫째 

(1) 1주일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시간 

주말 총___시간 
월평균______만원 

(2) 1주일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시간 

주말 총___시간 
월평균______만원 

(3) 1주일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시간 

주말 총___시간 
월평균______만원 

둘째 

(1) 1주일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시간 

주말 총___시간 
월평균______만원 

(2) 1주일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시간 

주말 총___시간 
월평균______만원 

(3) 1주일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시

간 

주말 총___시간 

월평균______만원 

 

25.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세전) 

⇨ 월평균 __________ 만원 

 

26. 현재의 가구소득이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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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아주 충분하다 

 

27.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달에 얼마정도의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월평균 __________ 만원 

 

28. 가구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써주세요. → 없으면 29번으로  

⇨ 1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식비(식료품비)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⑤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⑥ 주택마련자금을 위한 저축 

⑦ 경조사비  

⑧ 교통·통신비 

⑨ 보험료 

⑩ 없음 

⑪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 양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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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난 한 달 동안 부부간 말다툼을 하거나 하루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의 원이니 되었던 일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컸던 

3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경제적인 문제 

② 자녀교육 문제 

③ 육아문제 

④ 시부모님과의 관계 

⑤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⑥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⑦ 본인 또는 남편의 친구관계 

⑧ 부부간 가사분담 

⑨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⑩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적이 없음 

⑪ 해당순위 없음 

⑫ 기타 

 

30.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친정)부모님과 다음의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그런 

경우가 

많이있다 

그런 

경우가 

가끔있다 

그런 

경우가 

별로없다 

그런 

경우가 

전혀없다 

해당없음 

(1)경제적인 문제 ① ② 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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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편과의 문제 ① ② ③ ④ ⑨ 

(3)결혼 및 이성 친구 ① ② ③ ④ ⑨ 

(4)우리가족이나 친척, 친지 ① ② ③ ④ - 

(5)자녀교육이나 돌보는 문제 ① ② ③ ④ ⑨ 

(6 자녀출산 ① ② ③ ④ ⑨ 

(7)직장 또는 취업문제 ① ② ③ ④ ⑨ 

(8)생활습관 문제 ① ② ③ ④ - 

 

31.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시부모님과 다음의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그런 

경우가 

많이있다 

그런 

경우가 

가끔있다 

그런 

경우가 

별로없다 

그런 

경우가 

전혀없다 

해당없음 

(1)경제적인 문제 ① ② ③ ④ - 

(2)남편과의 문제 ① ② ③ ④ ⑨ 

(3)우리가족이나 친척, 친지 ① ② ③ ④ ⑨ 

(4)자녀교육이나 돌보는 문제 ① ② ③ ④ - 

(5)자녀출산문제 ① ② ③ ④ ⑨ 

(6)직장 또는 취업문제 ① ② ③ ④ ⑨ 

(7)생활습관 문제  ① ② ③ ④ ⑨ 

(8)시부모 부양 문제 ① ② ③ ④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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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timing of childbearing and women’s age 

Among highly educated married women 

Woo, Wonkyu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ivision of Health Demograph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age on 

fertility timing among married women.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by sampling 27 married 

women. Through well-organized in-depth Interviews, we collected the rich 

data to develop the theory. By ‘grounded theory’ approach outlined by Glaser, 

the data was coded and categorized. 

As a result, every member of the sampling group have been facing socio-

psychological problem, because of role-conflict. Role of a mother, a familiy 

member and an employee became into conflict at specific reproductive time. To 

resolve this kind of conflict women often use balancing strategy by controling 

life event by their ‘age’.   

From the conclusion, we examine various meaning of ‘age’ can be classified 

as below 1) Biological clock-fertility time limit, 2) Biological clock-optimal 

time limit, 3) Set a time to give a birth, mindful of desired number of children 4) 

Possibility to happen to generation gap with own child 5) Secure to have 

enough energy and patience to look after own child, 6) Length of period to 

support child, 7) Being faithful to one’s family member 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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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th time limit” indicate the acceptable limit age that women can give a 

birth to child. In Korea society people usually feel that 35 is that age. After that 

age pregnant would be harder and there will be more risk to bear a healthy 

baby. It is partially true, based on medical advice, the risk increase necessarily 

proprortional to women’s age. However concept of “The birth time limit” was 

exaggerated and wildly spread by mass media. Most media tend to describe 

“late pregnant” is risky, makes them streotyped among the people. 

Furthermore it works as a moral standard in society. Women who want to 

childbear after the age 35, have to suppress the fear to having unhealthy child 

and endure blaming from their late pregnant.   

In contrast to men, women also face to responsibility of nurture their baby, 

which lead women to lose their career. So, the meaning of age working as a 

moral standard only can be apply to women, not to men who does not have a 

role to childbearing.  

Women in young age have enough time to complete desired number of 

childbearing until the birth time limit. Women in “old age” try to shorten the 

period from their marriage to their first childbirth. Even though this strategy 

effected by age standard helps to maintain the current state of childbirth rate, 

the situation could be reversed. If an marrage age of women get higher, age 

standard will press women to give their childbirth up.  

The result of this study examines that the limit age for child birth was 35 

years, and currently working as social strandard to facilitate child birth. This 

can proves that age standar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fertility 

timing in Korean society, and seriales of courses from marriage to childbirth 

are closey relate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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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birth, age norm, grounded analysis, timing of childvearing, birth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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