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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에 관한 비교 연구 

파라눌아인후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의 새로운 부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의 부성을 

일반화 시키는 것이 아닌 특정집단의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한국의 대상자들은 주로 기독교를 믿으며 도시에 사는 

기혼 남성이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대상자들은 도시에서 사는 

회교를 믿는 말레이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현대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의 부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및 육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큰 요인이다. 그래서 남성은 생계 부양의 역할 뿐만이 아닌 가사 

및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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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부성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계 부양은 생계부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자녀 교육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성 차이는 

종교와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도 큰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를 이루며 남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생계 부양자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젊은 

아버지들도 그런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회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쿠란(Quran)과 

순나(Sunnah)를 살펴봐야 된다. 쿠란(Quran)과 순나(Sunnah)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 강조된다. 젊은 

아버지들은 자기의 아버지와 같이 교육자로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의 이와 같은 

점은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과 일치한다. 

둘째, 한국과 말레이시아 부성의 공통점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이 가진 ‘좋은 아빠’의 라는 개념의 인식이 

변하였다. 예전과는 달리 ‘좋은 아빠’는 아이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아버지다. 자신의 아버지들과는 다르게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한다. 또한, 젊은 

아버지들은 여유 시간을 가족과 지내는 경향이 있다. 퇴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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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이를 돌보며 놀아주기도 한다. 이것을 보아 자신의 

아버지들과 비교해 젊은 아버지들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부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젊은 아버지들은 그와 다르게 

행동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부성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아이와 친구같은 친한 관계를 

선호한다. 새로운 사회 환경에 발맞춰 젊은 아버지들은 부자간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여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주로 보이고 있다. 

주요어 : 한국, 말레이시아, 모델링과 보상 가설, 새로운 부성,  

전통적인 가족 제도, 종교 

학 번  : 2013-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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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변화하는 부성 

 가족제도는 침체된 체제가 아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

적인 변화가 큰 영향을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체제는 국가

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세계적으로 남성이 가족의 생계 부양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남녀가 같이 부양

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Hewlett, 2000: 64). 그런 사

회서는 육아와 가사도 평등하게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아카(Aka) 

아버지들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중요한 역

할로 인식하고 있기에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고 친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Hewlett, 2000: 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하는 아버지보다 생계부양을 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더 흔하다. 남성이 경제적 부양을 하고 여성이 

가사일을 하는 가족제도 경향을 다양한 사회에서 볼 수 있다. 특

히 산업화를 이루어진 사회에서 젠더 역할 분리가 강화되는 현상

을 볼 수 있다 (이숙현, 2006; Lewis, 1997; Orloff and Renee, 2002). 

가정 속 역할 분리가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아버

지들은 생계부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돈을 버는 

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상황에 가족을 돌보는 역



2 

 

할이 필요하여 여성은 가사 및 육아를 책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Janssens, 1998: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의 환경은 변하고 있다. 여

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전

통적인 젠더 역할 분리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사회의 

기혼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가 여전히 요구되지만 혼자 하는 것보

다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Mormon 

and Floyd, 2002: 398).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성과 달리 부성은 사회

화 과정(socialization process)이기에 외부적인 요인은 부성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남성의 개방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

회의 새로운 부성 인식은 떠오르는 부성(emergent fatherhood)을 나

타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Biller and Kimpton, 1997; Bretherton, 

Lambert and Golby, 2002,; Dowd, 2000). 20 세기 미국 사회에서 소비

지상주의가 나타나면서 아버지들은 육아 및 가사보다 경제적인 활

동에 집중하였다. 그 시기에 미국에서 생계 부양을 하는 아버지 

상이 옳다는 인식이 탄생되었다. 그런데 현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을 분담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요구된다 

(Mormon and Floyd, 2002: 399-400). 경제 부양만이 아니라 가사 및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변화가 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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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기대가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성의 인식 변화가 미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

니다. 산업화를 겪은 사회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경제적인 참가율이 높아져 양육이 여성에게는 큰 부

담이 되어 남성에게 가사와 육아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김낙흥, 2011; 이숙현, 2006; 조형숙·김지혜·김태인, 2008; 

Doherty, Kouneski, Erickson, 1998;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Kwon and Roy, 2007). 이런 환경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의 역할만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족 생존을 위

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대도 남성이 가정에 투자하는 역할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90 년대 스웨덴의 남성들이 육아휴직

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직장 속 인식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한다 (Hobson and David, 2006: 10). 육아가 여성의 몫으로 생각되어 

남성의 참여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양성 평등 및 부권  

(paternity rights)을 지키기 위한 정보‘데디 몬스’(daddy months) 

를 발표하였다 (Bergman and Hobson, 2002: 104). 그 후, 남성은 육아

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었다. 또한, 2015 년에 스웨

덴 정부가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삼개월차유급휴가(third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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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parental leave)를 발표하였다 (AFP, The Guardian: 2015/05/28). 스

웨덴은 이러한 사회 맥락을 정부의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다. 스웨덴의 새로운 법은 생계부양만 하던 아버지를 양육

하는 아버지로서 변화시켰다. 

  “새로운 부성”(new fatherhood)이라는 경향은 자녀의 육

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일컷는다(Dowd, 2000; 

Marsiglio and Roy, 2013). 이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동시

에 나타나며 현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역할의 변화가 사회 가치관 변화의 의미로 재해석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부성 연구는 모성 연구에 비하면 구조가 다양하지 않지만 

현재는 ‘책임지는 부성’(responsible fathering), ‘생산적인 부성’

(generative fathering) 및 ‘능숙한 부성’(competent fathering)이 있

다. 모든 구조들은 부성은 경제적 부양자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지능과 의사소통의 발전을 위하여 육아의 역할을 

아버지를 강조한다 (Doherty, Kounesky and Erickson, 1998; Dollahite 

and Hawkins, 1998; Bradford and Hawkins, 2006). 부성의 구조를 살펴

보면 전통상의 생계부양을 하는 아버지와 달리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는 경향이 보여진다. 

 외부 요인 뿐만 아니라 젊은 아버지의 어릴 적 경험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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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도흐르티, 고네스기와 에릭선(Doherty, 

Kouneski and Erickson)에 따르면, 남성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방식

과 비슷하거나 반대로 하는 행동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다고 한다 (Doherty, Kouneski and Erickson, 1998: 288). 자신의 아버

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젊은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버지의 방식과 반대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모델링과 보상 가설(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링 가설

(modeling hypothesis)은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여 본보기

로 받아들인다 (Floyd and Mormon, 2009; Guzzo, 2011; Odenweller et al, 

2013).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은 자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인식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은 자신의 아버

지의 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에 그와는 다르게 젊은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 행동을 나타낸다(Guzzo, 2011: 280-271; Odenweller et 

al, 2013: 344-345).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은 모델링 가

설(modeling hypothesis)과 달리 자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생

각하지 않으니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의 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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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되었기에 부성 역시나 다르게 보여진다. 새로운 부성은 육

아 및 가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어떤 행동은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과 일치하며 어떤 행동은 보상 가

설(compensation hypothesis)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들의‘떠오르

는 아버지’(emergent father)와 새로운 부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인터뷰 대상자가 혼자 나온 경우가 많지만 

몇 명은 부인과 아이가 함께 나왔다. 또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아이가 울거나 싸우면 인터뷰를 잠시 중단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사례 G는 인터뷰를 하다가 아들들이 장난감 

때문에 싸웠다. 그 상황은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를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국의 사례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우는 아이를 

안겨 토닥토닥하며 달래였다.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상황을 보

며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떠오르는 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다. 또한, 모델링과 보상 가설(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

을 통하여 젊은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의 부성을 비교할 수 있다

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성을 살펴보는 연구지

만 두 나라의 부성을 일반화 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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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집단을 선택하여 새로운 아버지의 경

향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성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서양과 비교하면 부성에 관한 연구

가 많지 않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부성에 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양을 하는 아버지 보다 양육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선호한다고 한다 (이숙현, 2006; 이영

석·박은미·허창덕, 2008; 정진성, 2009;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의 하

나는 여성의 경제적인 참여와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상 부모가 ‘엄부자모’(嚴父慈母)의 현상이

다 (조형숙·김지혜·김태인, 2008; Kwon and Roy, 2007). ‘엄부자

모’(嚴父慈母)는 아버지가 엄하게 교육하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아이를 사랑해주는 존재다. 이러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아

이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친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산업

화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부모 역할이 나타났다. 예전에는 아버지

들이 생계부양자가 되어 직장에서 투자하는 시간이 가족시간과 보

내는 시간보다 더 많다 (Kwon and Roy, 2007; Lee, 1986). 이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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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과 비슷하다. 남성은 생계부양자가 되어 아이를 교육하는 

시간이 없었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했

다. 이 시기에는 남녀 역할 분리가 뚜렸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말레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말레이인은 말레이 전통적인 관습뿐만 아니라 회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로부터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성공을 위하

여 교육을 해야한다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212). 

회교의 영향으로 사회적 성공(worldly success)뿐만 아니라 무슬림

으로서 표본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

버지는 교육에 역시 힘써야 한다(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Ali and Zakaria, 2009). 회교의 예언자 마호마트에 따르면, 

“일곱 살 때 아이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열 살 

때까지 아직 기도를 안 하면 살짝 때려라. 또한, 그 

나이에는 다른 방에 자게 해라.”(Al-Munajjid, 2015) 

이에 따르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교육으로 

보여진다. 특히 회교의 기도 방법 및 가치관을 가르치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법도 볼 수 있다. 회교의 방

식에 따르면, 처음에는 자상하게 교육을 해야 하지만 아이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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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애매모

호하다. 그리하여 교육은 부모의 공통 역할로 간주된다.  

그런데 말레이인은 회교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

회의 경제적인 상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말레이시아도 한국

처럼 산업화를 경험하기 전에 한국과 비슷한 남녀 역할 분리가 있

었다. 남성은 경제적인 부양을 하며 여성은 가사 및 육아를 책임

졌다. 하지만 현재 말레이시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

아지며 (Zaimah et al., 2013: 16) 출산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매우 흔

한 현상이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직장 생활은 가정을 돌보는 것

에 큰 영향을 미친다 (Ismail and Sulaiman, 2014: 221). 왜냐하면 가

사 및 육아는 아직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고 결혼 후 남편의 의견

을 여성들이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부성을 발견

했다는 연구를 찾아내었다. 선행 여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 참가율이 부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발표하였다 (도금

혜·전귀연·김수경, 2012; 이영석·박은미·허창덕, 2008; 

Bretherton, Lambert, and Golby, 2002; Dowd, 2002; Knijm and Selten, 

2002). 엄격하고 아이와 친하지 않은 정통상의 아버지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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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젊은 아버지 역할은 변화되고 있다. 많은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김낙흥, 2011;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Kwon and Roy, 2007). 이것을 

보면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양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내

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에 다니

는 아버지들의 일정은 일터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김낙흥, 2011; 

도금혜·전귀연·김수경, 2012; 이숙현, 2006; Kwon and Roy, 2007) 

퇴근하거나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지내는 것이 흔한 현상이다 

(Kwon and Roy, 2007: 299). 전통적인 아버지가 가족과 시간을 적게 

지내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양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가족 

시간을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역시도 아버지의 역할로 생각되니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 

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통성 아버지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Kwon and Roy, 2007) 부자 사이가 친밀하지 않

은 경우가 많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자 간에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할 수밖에 없다 (Biller 

and Kimpton, 1997: 149). 아이의 입장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시간을 

지내고 의지하게 되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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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한다. 그러하여 아이가 아버지를 일상 속에서 찾아야 될 

일이 많지 않다. 또한, 아버지들이 육아 및 아이 돌보기는 여성스

러운 행동으로 인식하여 아이와 애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중요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Hosley and Raymond, 1997: 175).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버지들은 이런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 앞서말한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과 

일치되게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친구 같은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한다 (김낙흥, 2011;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Kwon and Roy, 2007). 아이와 

놀아주고 대화도 하며 친밀한 부자 사이를 원하는 친구 같은 아버

지를 원한다. 이런 관계는 전통상 아버지와 다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다정하고 자상한 교육자가 되고 싶어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221). 이런 상황은 모

델링과 보상 가설(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의 예측과 

일치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전통상 아버지들과 젊은 아버지의 

부성은 공통점이 있지만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형

상이 발견된다.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계

부양 및 교육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12 

 

1.3 자료와 방법론 

 본 연구는 수집 기술로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개인적인 연결망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소개를 받았다. 그 후 참여자들부터 한 사람씩 소개를 받아 진행

하는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대

상자의 편한 장소와 시간을 맞추어 30 분부터 한 시간 정도로 진

행했다. 또한, 대상자의 가장 편한 언어로 진행하였다. 한국 대상

자들은 한국어로 말레이인 대상자들은 말레이어와 영어로 진행하

였다. 

인터뷰 질문은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질문하는 것이 많았

다. 특히 올바른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행동은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였다. 또한 자신의 부모에 관한 기억 

및 아버지들의 행동은 모델링과 보상 가설(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적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인 대상

자는 11 명이 있고 말레이시아 대상자는 여덟 명이 있으며 총 19 

명을 인터뷰하였다. 대상자들은 기혼이며 막내 아이의 나이가 12 

살 이하다. 연령은 20 대부터 40 대다. 대상자들은 모두 도시에 

거주하며 한국 남성들은 서울이고 말레이시아 남성들은 쿠알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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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와 다만사라(Damansara), 프탈링자야(Petaling Jaya) 및 샤알람

(Shah Alam)에서 가족과 같이 산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모두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한국 대상자들은 11 명 중에 네 명은 맞벌이 부부이며 일

곱 명은 외벌이 부부다. 한국의 사례 중 부인이 육아 휴직인 경우

가 있었는데 이것은 외벌이 부부로 다루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대상자는 일곱 명이 맞벌이 부부이며 한 명만 외벌이 부부이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맞벌이 가구 비율이 더 높지만 (한국통계

청, 2013; Jabatan Perangkaan Malaysia, 2015b) 연구자의 대상자는 통

계와는 반대로 말레이시아 대상자가 주로 맞벌이 가구며 한국 대

상자는 주로 외벌이 가구다. 이것은 스노볼링(snowballing)방법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부성을 일반화 시키는 목표

로 하지 않는다. 이러하여 특징한 집단만 이 연구에 포함 시켰다. 

한국의 대상자들은 주로 기독교를 믿으며 말레이시아는 다 회교를 

믿는 말레이인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젊고 종교를 가진 아버지들

의 부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부성의 경향을 발견하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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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환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2 장은 한국과 말레이시

아의 전통적인 문화 및 현재 사회 환경을 다룬다. 선행 연구에 따

르면, 여성의 경제적활동은 부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다. 그래서 두 사회 속 여성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버

지의 부성의 경향을 검토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버지

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한

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은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한국은 경제 활동 및 생

계 부양을 강조하였지만 말레이시아는 교육자의 역할을 중시하였

다. 제 3 장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

할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제 4 장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부성의 경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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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의 인터뷰 대상자 

사례 나이 직업 가족 유형 자녀수 종교 

사례 1 30 세 회사원 외벌이 1 명 기독교 

사례 2 35 세 회사원 외벌이 1 명 기독교 

사례 3 32 세 연구원 외벌이 1 명 기독교 

사례 4 30 세 회사원 외벌이 1 명 - 

사례 5 37 세 회사원 외벌이 1 명 기독교 

사례 6 38 세 회사원 외벌이 2 명 기독교 

사례 7 29 세 회사원 맞벌이 1 명 기독교 

사례 8 31 세 회사원 외벌이 1 명 - 

사례 9 32 세 회사원 맞벌이 1 명 기독교 

사례 10 36 세 강사 맞벌이 2 명 기독교 

사례 11 35 세 회사원 맞벌이 1 명 - 

 

 

 



16 

 

<표 1-2> 말레이시아의 인터뷰 대상자 

사례 나이 직업 
가족 유

형 

자녀

수 
종교 

사례 A 49 세 회사원 맞벌이 3 명 회교 

사례 B 29 세 회사원 맞벌이 1 명 회교 

사례 C 29 세 회사원 맞벌이 1 명 회교 

사례 D 32 세 회사원 맞벌이 2 명 회교 

사례 E 29 세 회사원 맞벌이 1 명 회교 

사례 F 38 세 회사원 맞벌이 4 명 회교 

사례 G 33 세 연구자 맞벌이 2 명 회교 

사례 H 26 세 회사원 외벌이 1 명 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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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맞벌이 가구 

사례 국적 나이 직업 자녀수 종교 

사례 7 대한민국 29 세 회사원 1 명 기독교 

사례 9 대한민국 32 세 회사원 1 명 기독교 

사례 10 대한민국 36 세 강사 2 명 기독교 

사례 11 대한민국 35 세 회사원 1 명 - 

사례 A 말레이시아 49 세 회사원 3 명 회교 

사례 B 말레이시아 29 세 회사원 1 명 회교 

사례 C 말레이시아 29 세 회사원 1 명 회교 

사례 D 말레이시아 32 세 회사원 2 명 회교 

사례 E 말레이시아 29 세 회사원 1 명 회교 

사례 F 말레이시아 38 세 회사원 4 명 회교 

사례 G 멜레이시아 33 세 연구자 2 명 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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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외벌이 가구 

사례 국적 나이 직업 자녀수 종교 

사례 1 대한민국 30 세 회사원 1 명 기독교 

사례 2 대한민국 35 세 회사원 1 명 기독교 

사례 3 대한민국 32 세 연구원 1 명 기독교 

사례 4 대한민국 30 세 회사원 1 명 - 

사례 5 대한민국 37 세 회사원 1 명 기독교 

사례 6 대한민국 38 세 회사원 2 명 기독교 

사례 8 대한민국 31 세 회사원 1 명 - 

사례 H 말레이시아 26 세 회사원 1 명 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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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회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에 대해 비교하는 연구는 없다. 

그러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를 먼저 비교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버지의 부성을 일반화 시키는 연구는 아니다. 

한국과 말레이인의 전통적인 관습이 다르다. 한국의 전통

적인 사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말레이시아는 회교 및 전통

적인 말레이인의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 이나 아닷 프파

티흐(Adat Pepatih)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 및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의 공통점은 성 불평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현

재에는 유교 및 아닷(adat)의 영향을 덜 받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은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의 가치가 회교의 가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레이인

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회교의 관습으로 인식된

다. 반면에 한국은 다양한 사회 변화를 거쳐 이제는 유교 가치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로 생각한다. 이런 배경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젠더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여성의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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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비슷하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격차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젠더에 관한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및 남녀 경제적인 불평등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던 공통적인 이슈이다. 

2.1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젠더 이데올로기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

의 남녀 관계에 관련된 이데올로기가 남녀유별(男女有別)이다. 남

녀유별(男女有別)은 성에 따른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 남성은 외부 

일을 집중하며 여성은 내부일을 담당자가 된다 (Cho, 1986: 282). 

이것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겹쳐지지 않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삼종지도(三從之道)는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보다 자신의 아버지 다음으로 인생에서 남편과 맏아

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Cho, 1986: 283). 여성은 자신의 생각보

다 남성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해야 한다. 이런 사회 제

도가 바로 가부장적 사회이다. 가부장제가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

는 권력관계가 있는 사회다 (박귀영 외, 2014: 35). 

 하지만 조선시대 이후 한국 사회가 식민지나 산업화 같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유교사상의 영향이 약해졌다. 현재 한국 사

회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지만 유교의 효도 및 남녀 관계 



21 

 

분리가 전통적인 한국 문화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 남녀 역할 분

리가 전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식민지 후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

에서 가정 속 젠더 역할 분리가 강화하였다. 남성은 일터에 집중

하여 가사 및 육아에 참여가 어려워졌다(Lee, 1986: 11). 남성은 가

정에 투자할 시간이 없으므로 여성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

하여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도 경제적인 활동보다 가정 관리 및 

육아가 더 중요한다. 

한 편으로 보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정은 유교의 남녀유

별(男女有別)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 

분리가 유교의 영향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경제적 및 정치적인 

변화도 가정의 역할 분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시대의‘현

모양처’(賢母良妻)와 산업화를 통한 가사 및 육아 기혼 여성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 받고 있다. 2015 년부터 한국

의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하소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관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

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위하여 신행하였다 (국가법령정부센

터, 2015). 이것을 통하여 교육 및 경제적인 활동에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사회의 의식이 남녀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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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인식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관습을 두 개로 나누고 있다. 그

것은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 및 아닷 프파티흐(Adat 

Pepatih)이다. 두 관습은 인도네이시아에서 도입한 관습이며 말레

이시의 13 주가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을 지키며 느그리 

슴빌란 주 (Negeri Sembilan)1과 믈라카 주(Melaka)의 마스짓 타나

(Masjid Tanah) 2 에서만 아닷 프파티흐(Adat Pepatih)를 지킨다 

(Juhary, 2011: 281).  

아닷 프파티흐(Adat Pepatih)는 모계 제도가 사회에 자리잡

혀 있다. 이러하여 여성은 사회 지도자가 되며 재산을 주로 여성

을 상속받게 된다 (Juhary, 2011: 282). 반면에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은 남성이 사회와 가족의 지도자 및 여성과 어린이 

보호자다. 또한, 아닷 프파티흐(Adat Pepatih)와 달리 재산을 주로 

남성을 상속 받는다 (Juhary, 2011: 282). 그런데 주로 말레이시아에

서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의 관습을 따르기에 아닷 프파티

                                                 
1 느그리 슴빌란 주(Negeri Sembilan)는 말레이시아의 14 주 중에 하

나다. 반도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 

2 마스짓 타나(Masjid Tanah)는 믈라카 주(Melaka)의 도시 하나다. 

믈라카 주(Melaka)는 느그리 셈빌란 주(Negeri Sembilan)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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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Adat Pepatih)보다 말레이시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의 큰 영향은 회교와 관련

이 있다고 본다.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의 가치관은 회교

와 비슷하여 현재 사회에서도 받아드릴 수 있다. 회교 및 아닷 테

멩공(Adat Temenggung)의 공통점은 가부정제로 볼 수 있다 

(Rohana, 1997: 71).  

회교의 남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에 쿠란(Quran) 및 예

언자 마호마트의 순나(sunnah)를 검토해야 한다. 한 편을 보면 남

성은 여성의 지도자이며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출

산한 어머니가 남성보다 더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

다 (Ismail, 2010: 18-21). 이러하여 회교의 남녀 관계는 약간 불확실

한 양상을 띈다 (Ismail, 2010: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법에 따

라 재산은 주로 남성을 상속 받고 사회 지도자의 역할은 남성의 

몫으로 들어간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유교와 비슷한 가부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예컨대, 쿠란(Quran)의 제 4 장 안

니사(An-Nisa) 34절은 남녀 역할 분리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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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

다 강한 힘을 주었다.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

단으로써 부양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 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

결을 보호할 것…”(쿠란(Quran), 4: 34 절) 

 쿠란(Quran)의 4: 34 절에 따르면, 분명히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며 여성은 남성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따르고 결

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출산 후 어머니가 가족에

서 새로운 위치를 얻었다. 아이들은 성과 관련 없이 어머니에게 

아버지보다 3배 더 많은 효(孝)를 해야 하는 가르침을 예언자 마

호마트의 순나(sunnah)에서 볼 수 있다 (Ismail, 2010: 21). 이것을 

보면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 남성보다 특별한 위치를 얻을 수 있지

만 일반적으로 회교의 가치를 보면 남성은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회교와 유교는 가부장적인 체제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

다. 회교에서는 바깥일을 남성만의 역할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여성은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결혼한 여성에게 남편의 결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후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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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것은 남편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여성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한

국과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높다.  

<그림 2-1> 한국의 2005 년 – 2011 년도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한국통계청, 2013, 「2013 년 통계 보는 여성의 삶 가구 형

황 」 

 <그림 2-1>를 보면 여성의 참가율은 2005 년에 2006 년까

지 증가하지만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2005 년부터 2011 년

62.0% 62.9% 61.8% 61.5% 60.8% 61.0% 61.1%

74.6% 74.1% 74.0% 73.5% 73.1% 73.0% 73.1%

40.0%

50.0%

60.0%

70.0%

80.0%

9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남녀 경제활동의 참가율

여성 남성



26 

 

까지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의 평균(averag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이 -0.10% 으로써 7년 동안 큰 감소가 없다. 반면에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 남성의 경제적인 활동은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발견하였다. 남성의 2005 년과 2011 년 사이 경제적인 활

동의 평균(averag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이 약 -0.21% 기록

하며 여성보다 감소율이 더 크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림 2-2> 말레이시아의 2005 년 - 2011 년 남녀 경제활동의   

참가율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5, “Laporan Penyiasatan Tenaga Buruh 

Malaysia 2014 (Malaysia 2014 The Labour Force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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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다. 여성은 약 15% 그리고 남성은 약 27% 적다. 그런데 말레

이시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평균율(averag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이 약 0.31%를 기록한다. 한국과 달리 2005 년부터 

2011 년도에 말레이시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남성의 참가율이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 늘었지만 

2010 년부터 미약하게나마 늘고있다. 2007 년에 말레이시아 남성

의 경제활동의 평균(averag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이 -0.06%

을 기록한다. 이 패턴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감소율

이 더 적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여성 상황은 비슷하다고 본다. 남성

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다 월

급이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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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국의의 1995 년 – 2012 년 임금격차차 

자료: 한국통계청, 2013, 「2013 년 통계 보는 여성의 삶 가구 형

황 」 

<표 2-1> 한국의 1995 년 – 2012 년 남녀 임금격차 

자료: 한국통계청, 2013, 「2013 년 통계 보는 여성의 삶 가구 현

황 」 

<그림 2-3>과 <표 2-1>을 남녀의 임금 격차 패턴을 발견

한다. 한국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하면 약 34% 적게 받는

다. 1995 년에 2000 년에 임금격차가 4.9% 및 그 이후는 매년마

년도 남성 여성 남성대비여성임금비

1995 1,050  628    59.8%

2000 1,474  954    64.7%

2005 2,109  1,396  66.2%

2010 2,648  1,772  66.9%

2011 2,750  1,862  67.7%

2012 2,878  1,958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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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7%-1.5% 사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1 년에 2012 년은 남

성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같았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임금 

격차가 60%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전 개발 기구 

(OECD)의 보고서에 따라 한국은 가입국가들의 양성평등 상황에 

115위 기록하며 경제 참여가 125위를 기록한다 (이재훈, 한겨례: 

2015/11/19).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의 젠더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다. 

<그림 2-4> 말레이시아의 2013 년과 2014 년의 남녀 임금격차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5, “Laporan Penyiasatan Gaji dan Upah 

Malaysia 2014 (Malaysia 2014 Salaries and Wages Surv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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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말레이시아의 2013년과 2014년의 남녀 임금격차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5, “Laporan Penyiasatan Gaji dan Upah 

Malaysia 2014 (Malaysia 2014 Salaries and Wages Survey).” 

반면에 <표 2-2>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한국과 

달리 남성과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다. <그림 2-4>를 통하여 2013 

년은 2014 년보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평등하였다. 

한국은 임금 격차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1.3%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의 남녀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 더 낮다. 

세계 경제포럼의 2014 년 세계 성별차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영상평등은 107위 및 ‘평등한 여성 활동 및 기회’

는 104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두 범주에 117위 및 124위를 기

록하였다 (World Economic Forum, 2014: 9). 이것은 한국과 말레이

시아의 관련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격차와 일치한다. 

년도 남성 여성 남성대비여성임금비

2013 2,086  1,992  95.5%

2014 2,280  2,148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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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말레이시아의 직업에 따라 남녀 임금격차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5. “Laporan Penyiasatan Tenaga Buruh 

Malaysia 2014 (Malaysia 2014 The Labour Force Survey Report).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남녀임금 격차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표 2-2>의 결과를 통하여 임금 격차

가 별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표 2-3>을 검토하면 

여성 개의 직업 분야의 평균 임금 격차가 약 27.83%가 나온다. 왜

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직업 분야 및 거주하는 곳에 따라 임금격

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1위에 39.7%를 

기록하여 2위는 서비스와 판매 분야는 34.9%를 기록한다. 2014 년

에 여성노동의 직업 분야 1위 29.1%에 서비스와 판매에 관련된 직

업이 있다 (Jabatan Perangkaan Malaysia, 2015c). 그런데 이 분야에 

남녀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여성 노동은 한국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본다. 

임금격차가 가족체제에 남녀 역할 분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 때문에 가족 생계부양

직업 남성 (링깃) 여성 (링깃) 임금격차

숙련 노동자 1,481 893 39.70%

서비스와 판매 1,746 1,136 34.90%

기본 노동자 1,133 806 28.90%

전문 기술자 4,728 3,641 23.00%

공구 1,457 1,139 21.80%

경영자 5,856 4,763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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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등하게 분담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부양은 남성한테서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림 2-5>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한국 통계청, 2013, 「2013년 통계 보는 여성의 삶 가구 형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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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을 검토하면 여성은 20 대 후반에 최고치에 이

르며 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런데 40 대 초반부터 50 대초

반까지 참가율이 증가하며 60 대로 접어들면 다시 감소한다. 60 

대에 감소하는 이유가 나이와 건강의 이유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20 대 후반의 참가율 감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이에

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이 많다. 그런데 40 대가 되면 아이가 다 자라고 여성의 경

제 활동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그림 2-6> 한국의 2013년 기구 형황 

자료: 한국 통계청, 2014. 「2013 년 맞벌이 가구 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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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을 보면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가 비슷한 비율

로 나온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현실을 나

타낸다. ‘2015 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라 54.6% 남성은 

‘부인이 지도해야 한다’를 답변하며 43%가 여성과 ‘가사 공평

분담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발표하였다 (김경락, 한겨레: 

2015/12/7). 지표의 결과에 따라 가사를 같이 분담을 흔한 현상이

지만 실제로 남성은 45분 반면에 여성은 227분을 투자한다 (김경

락, 한겨레: 2015/12/7; 정경화, 조선일보: 2015/12/8). 지표의 

결과 및 실제적인 남성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 남성은 

가사를 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런 변화

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남성에게는 전통적인 사회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상 역할 분리 인식

이 아직은 크다고 본다.  

이러하여 한국에서 ‘워킹맘’의 현상를 나타난다. ‘워

캉맘’은 출산 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다. 워킹맘들이 퇴근하

고 가사를 해야 하니 여성한테 큰 스트레스를 준다. 워킹맘의 

생활에 관한 조사에 따라 한 “…10 명중 아홉 명은 ‘우울하

다’”는 현실을 밝히었다 (정경화, 조선일보: 2015/12/08; 최보

윤, 조선일보: 2015/12/02). 직장을 다니며 혼자 가사과 육아를 



35 

 

하니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워킹맘의 상황과 

남성의 가사 참여에 관한 지표 결과를 보면 가사를 같이 부담하

는 것이 아닌 남성의 참여는 낮다고 나와있다. 자료들을 통해 

한국 사회는 아직 전통적인 남녀 역할 분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가사를 여성의 몫을 생각하는 것이 아직은 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워킹맘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에 ‘자녀

양육 시간부족’은 44.9% 가장 높으며, 과대한 업무와 시간부족

은 2위에 22.7% 및 3위는 12.6%에 ‘가족 간 간정불화’로 답변

하였다 (최보윤, 조선일보: 2015/12/02). 이것을 통하여 여성은 

육아가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는 현실을 밝혔다. 

남성은 아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워킹맘들을 일을 그만

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와 육아를 

둘 사이에 같이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여성 참가율 패턴은 한국 여성과 다르다. 

한국 여성 경제활동은 M-curve 패턴을 나타나지만 말레이시아 여

성에게서는 그런 독특한 패턴은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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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말레이시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1, “Laporan Penyiasatan Tenaga Buruh 

Malaysia 2010. (Malaysia 2010 The Labour Force Survey Report).” 및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5. “Laporan Penyiasatan Tenaga Buruh Malaysia 

2014, (Malaysia 2010 The Labour Force Survey Report).” 

말레이시아의 2009 년 및 2014 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이것을 보면 20 대 중반에서 최고 참

가율을 보이며 60 대가 될 때까지 참가율이 점차 감소한다. 2009 

년과 2014 년의 차이가 2009 년의 감소율이 2014 년보다 더 크다. 

2014 년은 50 대 되기 전에 감소율이 약 2%이며 2009 년은 30 대 

되어 약 6%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것을 보면 2014 년 말레이시

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주로 여성들은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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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일하기 때문이다. 

<그림 2-8> 말레이시아의 2014년 가구 현황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5. “Laporan Penyiasatan Pendapatan Isi 

Rumah dan Kemudahan Asas 2014 (2014 Household Income and Basic 

Amenities Report). ” 

말레이시아의 가구 현황을 보면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

구보다 4% 더 높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만큼 

높지 않으니 맞벌이 가구의 외벌이보다 낮다는 경향을 보인다. 그

런데 말레이시아 여성의 경제활동은 계속 증가하며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커진닫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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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시안(Harn Shian Boo)의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여

성은 일주일에 11.11 시간을 가사 시간을 투자하며 남성은 5.46 

시간만 투자한다 (Boo, 2015: 53). 이것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은 

두 배정도 가사 시간을 투자한다.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비슷하게 

가사를 평등하게 부담하지 않는 현실을 발견하였다. 

말레이시아 기혼 여성이 취직하지 않은 이유 1위는 66.9%

에 ‘아이 양육하기’, 2위는 42.8%에 ‘결혼’이며 3위는 36.3%

에 ‘남편의 요청’으로 답변하였다 (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4: 55).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 출산한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 양육이며 직장에 다니기는 부가적인 역할

(secondary role)이 된다. 또한, 약 36% 여성이 직장 그만 둔 이유

가 남성의 요청을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말레이시아 남

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 양육을 위하여 남성은 직장 그만 두지 않고 여성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같이 가사 및 육아는 여성의 몫을 인식하며 같이 부담하는 환경은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현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가사 및 육아를 같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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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기혼 및 출산 후 직장

을 계속 다니는 경향이 있으니 새로운 부성 요구가 나타난다. 아

버지들은 생계부양자뿐만 아니라 가사 및 아이 양육을 하는 것도 

요구 되고 있다. 한편을 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성에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사회적과 정치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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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의 차이점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에서는 떠오르는 부성

(emergent fatherhood)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

통상 아버지의 모습과 현재 아버지의 부성이 함께 존재한다. 자신

의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의 본래 모습(essence)이라고 할 수도 있

다.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을 기억하여 그것이 기준이 된다. 

 한국이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부여된 전통상 아버지의 가

장 중요한 역할은 생계부양이다 (이영석·박은미·허창덕, 2008; 

Kwon and Roy, 2007).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와 친한 관계를 중요하

게 강조하지만 전통상 아버지들의 생계부양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보았을 때, 생계부양자의 역할은 아직 아버지의 가

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의 월급이 남성보다 더 적기 때

문에 여성이 생계를 같이 분담하는 것보다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친다. 그래서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전통상 아버지들은 회교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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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212). 한국과 비슷하게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

버지들 역시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그들은 아이의 교육자 

및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성장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교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쿠란(Quran)에 나온 가치는 쉽게 변할 

수 없다고 본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의 부성의 차이점은 전통상 아

버지의 행동 양상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한국은 생계 부양자이

며 말레이시아는 교육자다. 젊은 아버지들은 이런 역할들이 가족

과 아이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여기에서 모델링 가설

(modeling hypothesis)의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전통상 역할을 유지한다. 

3.1 한국 아버지: 생계부양자 

전통상 아버지의 역할은 생계부양자다. 아버지들은 가족

의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터에 시간과 힘을 투자한다. 

주로 아버지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일터에 시간을 투

자하는 부분이 더 높다. 한국 사회의 환경은 변화하였지만 젊은 

아버지들은 아직 생계부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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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인식하고 있다.  

“아버지는 평일에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 주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예요?] 회사 

갔다 오고 돈을 버는 것?” 

[사례 2, 한국, 외벌이] 

“가정 중요한 것은 돈이 없으면 불행이에요. 경제적

으로 아이한테 불행했지 않게……” 

[사례 3, 한국, 맞벌이] 

“아버지가 회사 다니니까 단둘이 시간을 같이 지내 

본 적이 없어요. [아비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

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장

으로서 부양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 등등 

내주는 것이에요.” 

[사례 4, 한국, 외벌이] 

젊은 아버지들이 어릴적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많지 않다. 대신에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하여 회사 

다니는 기억이 있다. 한국의 사례 11에 따라 “…[아버지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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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돈을 벌어 평상적인 아버지… 많이 놀아주지는 않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한국 아버지들의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기억은 사례 11과 비슷하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역할은 거의 없었고 회사에 다니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생계부양

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

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주로 아버

지와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휴일에 나들이를 간 추억들이 있다.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 있다. 특히 한국이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한 뒤로 부터는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

해 더욱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어쨌든 남자가 돈을 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

에 플러스는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사례 10, 한국, 맞벌이] 

사례 10의 답변은 이숙현의  생산직 남성의 역할 인식이 

비슷하게 나온다 (이숙현, 2006: 139). 부인의 직업과 상관 없이 

가족부양은 남성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평범한 남성의 

생각이다. 생계부양은 “기본”이라고 의식하니 다른 역할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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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테 이차적인 역할(secondary role)이 된다. 

대상자 중에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지만 11 명 중 

일곱 명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계부양자를 답변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화를 경험하여 부성은 생계부양자가 우

선으로 발표한 연구들과 일치한다 (이숙현, 2006; Lewis, 1997; 

Orloff and Renee, 2002).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에 따라 젊은 아버지가 자

신의 아버지의 부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본보

기가 된다 (Floyd and Mormon, 2009; Guzzo, 2011; Odenweller et al, 

2013).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생계 부양하는 역할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사례 5처럼 자신의 아버지와 “… 다

르게 하고 싶지 않[다]…”는 하였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국 사회

의 경제적인 상황 및 가치관을 아직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한국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부정적으

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 아버지와의 

친한 관계가 없는 것을 거부하니 새로운 부성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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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르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저도 제 가족을 부양

하기 위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로서의 

그런 친구가 가튼 아버지 역할로서 아들을 대하고 싶

어요.” 

[사례 5, 한국, 외벌이] 

사례 5는 한국의 떠오르는 부성(emergent fathering)의 경향

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부양을 하지

만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와 친한 관계를 위하여 가족과 시간을 많

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아버지가 여유 시간을 주로 

쉬었지만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여유 시간은 가족과 같이 지내

기로 한다. 이것을 보면 한국 아버지의 떠오르는 부성은 경제적인 

역할 및 양육하는 부성으로 본다. 이 경향은 한국 아버지가 모델

링과 보상 가설(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 같이 간색하는 

경향으로 해석한다. 

또한 생계를 부양하는 것보다 교육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한국 아버지도 있다. 한국의 사례 11을 보면 아이한테 지도

자가 될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맞벌이 부부 

네 명 중에 두 명은 아이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

향을 보면 선행 여구와 비슷하게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은 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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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김낙흥, 2011; 

이숙현, 2006; 조형숙·김지혜·김태인, 2008; Doherty, Kouneski and 

Erickson, 1998; Kwon and Roy, 2007). 미국의 부성을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인 변화를 통하여 전통상과 달리 새로운 부성을 나타나

는 것처럼 (Morman and Floyd, 2002: 399) 한국도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나고 있다고 본다. 

 말레이시아 아버지도 생계부양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

각하지만 한국의 대상자와 달리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여덟 명 중에 한 명만 경제적인 부양이 아버지의 가장 중

요한 역할을 생각한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안전성을 제공해

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어떤 좋지 않을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한테 보상을 되지 않도록 보험을 가

입했거든요.” 

[사례 G, 말레이시아, 맞벌이] 

말레이시아 사례 G를 살펴보면 생계부양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말레이시아 대

상자들을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생계부양자보다 교육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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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더 중요한 경향을 나타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국의 맞벌이 부부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기 때문

이다. 

3.2 말레이시아 아버지: 교육자 

한국 아버지들은 생계부양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

하지만 말레이시아 대상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이 학교에 관련 된 과목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도 및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대상자들은 여덟 명 중에 다섯 명이 자녀 교

육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또한 나머지 아버지

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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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본보기자 멘토예요. 아버지의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

요?]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는게 제 몫

이죠. 일단 회교의 가치관과 기도 방법을 가르치고 좋

은 무슬림이 될 수 있게 교육을 해야죠. 두 번째는 좋

은 교육도 받게 해주고…” 

[사례 A, 말레이시아, 맞벌이] 

“저희 아버지는 좋은 지도자이자 제 본보기예요. 엄

하신 편이세요.…특히 이슬람교에 관한 것은 더 엄하

시거든요. 우리 이른 아침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옛날

에는 아버지 발소리만 들으면 잠이 달아났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나중에 코란을 

(Quran) 유창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직접 가르치고 싶어

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는 방법과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특히 회교의 가치를 강요하는 부분…” 

[사례 H, 말레이시아, 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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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사례 A와 사례 H를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

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지도 및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사례 H를 보면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은 긍

정적으로 평가되며 자신도 아이를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 부성에서는 회

교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쿠란(Quran)과 순나(sunnah)에 따라 

부모들은 아이가 좋은 무슬림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

해야 된다는 것이다 (Al-Munajjid, 2015; Ali and Zakaria, 2009: 1;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215).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공부나 공식 같은건 없어

요. 가장 좋은 방법은 쿠란과 순나(sunnah)를 따라하

는 것이에요.” 

[사례 G, 말레이시아, 맞벌이] 

사례 G를 보면 올바른 부성은 쿠란(Quran)과 순나(sunnah)

로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부성은 회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사회도 회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교육

을 제공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으로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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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간주된다. 

 종교의 영향은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아버지들은 큰 보람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이리하여 말레이시아 남성에게서 교육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사례 H를 보면 아버지를 엄한 사

람으로 기억하면서도 부모와 비슷하게 교육하고 싶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과 일

치한다. 사례 H 면접 대상자는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해 보람을 느

꼇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례 B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였다. 

“저는 아버지처럼 우리 딸을 가르칠 때 엄하게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와 달리 우리 딸에게 좀 더 

자상하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신 분이

셨어요.” 

[사례 B, 말레이시아, 맞벌이] 

 사례 B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은 교육 

방법이 아닌 부자 간의 다정한 관계이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아

이의 교육은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과 일치하며 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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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과 일치한다. 이러하

여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버지들도 한국 젊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모델링과 보상 가설(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이 공존하

는 경향을 보인다 (Floyd and Mormon, 2000: 357). 자신 아버지의 모

든 행동을 부정적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이러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버지의 부성 연구에 이 두가지 가설

을 동시에 이용하면 떠오르는 부성 경향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생계부양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중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부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맞벌이 가구는  네 명 중에 두 명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의 생각과 살아왔던 모습은 참 많이 닮았어요. 감

사하면서도 안타깝고 안타까우면서도…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사례 9, 한국,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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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가이드를 해야 하는

…” 

[사례 11, 한국, 맞벌이] 

 사례 9와 사례 10을 살펴보면 한국 아버지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아버

지와 달리 종교의 영향을 약하다. 사례 9는 기독교 가정이지만 

말레이시아처럼 기독교의 가치를 아이한테 교육을 해야 하는 

것보다 자기의 경험으로 아이한테 인생에 대한 진도를 하고 싶

어한다. 즉, 한국 사회는 말레이시아와 달리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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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의 공통점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다르지만 새로운 부성의 성향은 비슷하다. 첫 째, ‘좋은 아빠’

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와 친

한 관계를 가지며 친구 같은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한다. 전

통상 아버지는 다정한 관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지만 젊은 아버

지들은 아이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올바른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간주된다. 

두 번째, 젊은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만들어

낸 점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평일에는 주로 회사에서 시

간을 지내지만 퇴근 후 및 주말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며 친한 관계를 형성

할 기회가 많아진다. 

두 형상을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의 틀로 살펴

보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상한 아버지 

의 행동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loyd and Morman, 2000; 

Guzzo, 2011; Odenweller et al., 2013).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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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관계가 있었기에 자신의 아이에게는 다르게 하고 싶은 경

향이 있다. 그래서 육아에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일터에서의 시간과 같이 중요하게 생

각하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도 있다. 

4.1 좋은 아버지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의 부성에 관한 인식이 변하

고 있으니 전통적인 아버지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발

견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는 생계를 부양하는 아버지

다 (이영석·박은미·허창덕, 2008; Kwon and Roy, 2007). 이런 전

통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이제 경제적인 담당이시고 평소는 직장 다

니시고 하시니까 놀려 갈 때 놀아주셨어요. 옛날에 아

버지는 아무래도 외적인 것만 많이 신경 쓰셨어요.” 

[사례 6, 한국, 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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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단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신 때가 많았고 주

말에도 없을 때가 많았고… 가장으로서는 뭐 밖에서 

돈을 벌어 평상적인 아버지였어요. 어마어마한 많이 

초라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사례 11, 한국, 맞벌이] 

 자신의 아버지를 전통적인 아버지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여긴다. 아버지들은 주로 생계 부양에 집중하여 가사 및 육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산업화를 경험한 사회의 남성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 생계 부양이라고 인식하며 육아는 부가적인 역할

(secondary role)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Lee, 1986; Lewis, 1997).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것은 여성

의 책임이 된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가족 내 젠더 역할 분리를 

강화시켰다. 그러하여 한국의 사례 11은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며 

바쁘셨고 같이 놀아 주지 않았던 추억에 대한 평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말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아닷 테멩공(Adat Temenggung)과 비

슷한 점이 있다. 시라즈(Siraj)에 따르면, 회교의 전통상 부성은 

엄한 지도자 및 생계 부양자의 역할이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한

다 (Juhari, Yaacob and Abu Talib, 2013: 215).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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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아버지도 한국과 비슷하게 생계를 부양하

며 다시 말하면 가족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가족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 인생에 성공하

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 본보기예요. 아버지를 존

경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벌레이세요… 아버지는 엄

하세요… 지금도 우리 한 가족같이 텔레비전을 봐도 

아버지가 혼자서 다른 데 가세요.” 

[사례 B, 말레이시아, 맞벌이] 

“저 우리 아버지 존경해요. 아버지는 학부장이셔서 

우리 학교 내에 살았어요. 항상 바쁘세요. 근데 아버

지한테 어떻게 사람을 진도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사레 G, 말레이시아, 맞벌이] 

 말레이시아의 대상자들의 아버지들은 전통상 아버지 상과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본다. 사례 B와 사례 G를 통해서 보면,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리더쉽

과 성공의 의미를 배웠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들은 일상

과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이가 아버지의 행동과 성격을 관찰

하며 성장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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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정통상 아버지의 비슷한 점은 아이

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은 것이다. 두 나라의 전통상 아버지가 

다정한 부자 관계를 강조하지 않았다. 한국은 생계 부양자, 말레

이시아는 지도자와 생계 부양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지

금의 젊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은 새로운 부성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향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의 젠더

사상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한다. 남성은 여성과 같이 가사, 육아

와 생계부양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 인식과 행동을 하면 사회 가치

를 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좋은 아빠’가 경제적으로 가

정을 부양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현실을 밝히었다. 

“좋은 아빠요? 놀아주고 친구 같은 아빠? [. . .] 친

구 같은 아빠는 놀아주고 재미있게 같이 게임 하는 아

빠.” 

[사례 1, 한국, 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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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빠는… 재미있는 아빠.. 같이 추억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추억을 간직해요. 아들

도 컸을 때 그 아들한테 우리의 얘기할 수 있게.” 

[사례 4, 한국, 외벌이*] 

“좋은 아빠?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가 

어려웠는데. 친구 같이 하는 자기 어려운 모습을 털어 

넣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힘도 주고 그런 친구 같은 

동료 같은 아버지.” 

[사례 9, 한국, 맞벌이] 

 젊은 아버지들은 주로 아이와 더 친밀하고 친구처럼 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한다.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들 역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들의 올바른 부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된 것으로 본다. 본 연구가 김낙흥의 연구와 일치하며 젊은 

아버지들은 바람직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빠로 인식한다 (김낙흥, 2011: 86). 젊은 

아버지들에게서 경제적인 부양보다 양육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

고 싶어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상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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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책임을 다 하였지만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와의 감정적인 

연결(emotional connection)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상 가설

(compensation hypothesis)에 따라 한국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버

지상을 부정적으러 평가하기에 이와 다른 아버지상을 만들기 위해 

육아에 참여한다. 한국의 사례 7의 경우에서 보면, 자신과 아버지

와의 관계가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아버지 행태를 따라 하

지 않는다. 그런 어려운 아버지보다는 아이와 친하고 편하게 지내

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은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과 일

치한다.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행동들 중 좋지 않다고 생

각되는 부분을 고쳐가며 새로운 부성을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에게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말레이

시아 아버지들의‘좋은 아빠’에 대한 인식은 전통상 아버지와 다

르다. 

“아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같이 있을 때 어색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아빠를 존

경해요.” 

[사례 B, 말레이시아,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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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빠는 항상 곁에 있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그리고 행동을 아이한테 롤모델이 된 

아빠예요.” 

[사례 H, 말레이시아, 외벌이]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아

이와의 친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회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통상 아버지와 달리 젊은 아버지들은 교육을 하면서

도 아이와 다정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시라지(Siraj)의 구절과는 달리 젊은 아버지들은 무뚝뚝한 아버

지가 되고 싶지 않다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215). 

대신에 다정하고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롤모델로 보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부성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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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버지 존경해요. 아버지가 제 롤모델이

에요.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돈 관리를 많이 배웠어

요. […] 아버지보다 더 다정하고 아이한테 내가 얼마

나 사랑하는지 많이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하시고 고집 세고 학교에 좋은 성적을 받지 않

으면 차별하는 편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버지와 다르

게 하고 싶어요.” 

[사례 B, 말레이시아, 맞벌이] 

사례 B를 보면 아버지에게 배운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이와의 관계다. 그리하여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과 일치하는 사례 B는 아이에게는 더욱 자상하게 대하

고 싶다고 말하였다.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부성을 직

접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자신의 아버지의 다르게 

한다.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거부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달리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니 이

는 떠오르는 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면 떠오르는 부성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통상 아버지와 달리 젊은 아버지들에게는 

아이와의 다정하고 자상한 관계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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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전통상 아버지는 부자의 감정적인 연결을 강조하지 않

았지만 현재 올바른 부성의 기준에서는 친한 부자 관계가 중요하

다. 현재 말레이시아 아버지가 전통상 아버지와 다르다고 해서 회

교의 영향이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첫 째, 회교의 교육법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엄격하게 행한

다. 둘 째, 젊은 아버지들은 여전히 쿠란(Quran)과 순나(Sunnah)

를 잘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다.  

젊은 아버지들의 부성에 관한 인식이 변화 된 것은 여성

의 경제적인 활동 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부

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것도 큰 요인이다. 부성은 모성과 달

리 사회학적인 과정(sociological process)이기에 아버지들의 행동은 

사회의 시선과 요구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Marsiglio and Roy, 2013; 

Parke, 1996).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회가 변하였기 때문에 현재 아

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면모의 부성을 보인다. 사회적

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 요구되며 젊은 아버지들의 ‘좋은 아빠’에 대한 인

식을 변하였다. 이러하여 ‘좋은 아빠’라는 정의를 생계 부양자

가 아닌 친구 같은 아버지에게서 찾는다. 현대 사회의 요구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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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버지의 행태가 일치하지 않으니 갈등이 생긴다. 젊은 아버

지들은 새로운 요구와 전통상 아버지의 모습을 적절히 고려하며 

새로운 부성을 보여주고 있다. 

4.2 아버지의 일-가족 시간 관리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은 평일에 가족과 많은 시간

을 보내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하였다.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역시 가족과의 시간만큼 중요

하기 때문이다. 

“평일에는 회사 퇴근하고 한두 시간 같이 있고 주말

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죠… 샤워도 시키고 재우기도 

하고…” 

[사례 1, 한국, 외벌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있어서 주말에 

시간을 생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 

시간 밖에 없어요. 일 때문에 뭐 함께 못할 게 많죠.” 

[사례 4, 한국, 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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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면 놀아주는데 평일에는 거의 늦게 퇴근

하니까 잘 못 놀아줘요…파이노 같이 쳐주고 음악도 

같이 듣고… 더 많이 시간 보내고 싶죠.”  

[사례 6, 한국, 외벌이] 

“저 시간을 많이 못 지내요. 10 시 – 11 시 들어오고 

그 때 아이고 자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 보다가… 주

말이죠 주말…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기로 하는데 주

말이라도 일이 많아요.” 

[사례 10, 한국, 맞벌이] 

 직장은 아버지들의 일정에 중요한 영항을 미친다. 한국에

서 아버지들은 직장 근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방해를 준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아버지들도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숙현, 2006; Kwon and Roy, 2007).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양자로

서의 역할이 크며 남성에게는 직장 생활이 중요하니 아버지들은 

회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다. 

평일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는 한국의 사례 10처럼, 일 

때문에 아이와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많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주로 주말과 평일 저녁에 가족과 시간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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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과 로이의 생산직 아버지의 연구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Kwon and Roy, 2007: 299). 본 연구는 사무직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생산직 아버지들도 비슷한 패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드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 아버지의 경제적인 부양자로서의 

책임은 더 크다고 보여진다. 이로 인해 가족에 투자하는 시간과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발견하였다. 외벌이 

부부는 보통 평일에만 늦게 들어오지만 사례 10은 외벌이 가구지

만 주말도 일한다고 하였다. 외벌이 아버지보다 아이와 같이 지내

는 시간이 더 적다. 이러한 가구 형상은 아버지가 직장에 투자하

는 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중요한 역할로 인식할 수 밖

에 없다. 

 말레이시아 아버지들도 시간에 관해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아버지들은 평일에는 가족과 보낼 시간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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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보통 두 시간 정도 같이 있는데 주말은 오래 

같이 있죠… 퇴근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밥을 같이 

먹거나 텔레비전 같이 보거나… 주말은 가족의 날처럼 

나들이하러 가요.” 

[사례 A, 말레이시아, 맞벌이] 

“보통 퇴근하고 아이 잠 들 때까지 같이 있죠. 근데 

저 자주 출장하니까 항상 같이 있는 시간을 별로 없어

요. 같이 있으면 목욕해주고 놀아주고… 그럴 땐 아이

도 좋죠.” 

[사례 C, 말레이시아, 맞벌이] 

“보통 저녁 여덟 시 후 같이 놀아요. 그렇게 시간을 

따지만 평일에 총 여섯 시간정도 같이 있어요… 놀아

주면 많이 웃어줘요. 아이가 좋아하면 다 해주죠.” 

[사례 E, 말레이시아, 맞벌이] 

“저 아이랑 자주 같이 있지는 못 해요. 보통 퇴근 시

간이 되더라도 고객을 대접해야 하니까…” 

[사례 F, 말레이시아,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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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아버지들도 한국 아버지와 같이 직장이 가정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들은 평일에 주로 두 시간정도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부성에 관한 패러다

임(paradigm) 변화가 있지만 아버지들은 육아에 참여하면서도 부

양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더 적극적이다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219). 주하리, 눌야아콤과 아부 탈립(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 중 육아에 

관련된 행동과 생계 부양 활동은 20 항목 중 상위 5위에 기록하였

다 (Juhari, Nor Yaacob, and Abu Talib, 2013: 221). 이것을 보면 말레

이시아 아버지들에게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부양자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아버지들이 직장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여

성은 남성과 임금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통계청, 

2015; Lee, 2015) 이를 평등하게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러하여 아

버지들이 가족 시간을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가정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간에 관련된 상황은 젊은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비

슷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아버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

지 못했던 이유가 주로 직장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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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평일에 회사 다니시고 주말에 주무셨어요.

… 아버지와 둘이서 시간을 별로 잘 지내지 않았어요.” 

[사례 2, 한국, 외벌이] 

“[아버지가] 긍정적이 역할이 아니었지만 책임감

은 나름 쓰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사례 3, 한국, 외벌이] 

“가장으로서는 뭐 밖에서 돈을 벌어 평상적인 아버지

였어요. 심각한 게 어마어마한 많이 초라했던 거는 아

니었어요. 그…일단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신 때가 

많았고 주말에도 없을 때가 많았고… 많이 놀아주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노는 것 크게 재미있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애요.” 

[사례 11, 한국, 맞벌이] 

 한국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지내지 못 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젊은 아버지들처럼 그들

의 아버지도 직장 생활이 바빳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놀아준 기억도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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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자신의 아버지는 생계를 부담하는 역할만 했다고 기억한다. 

 말레이시아의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설

명했을 때 그다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벌레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지내지 

못 했죠.” 

[사례 B, 말레이시아, 맞벌이] 

“아버지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은 휴일이나 주말이

죠.” 

[사례 E, 말레이시아, 맞벌이]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사

례 B와 사례 E를 보면 일 때문에 아버지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여행하고 상을 받을 때 기념으로 같이 외

출을 한 기억은 있지만 일상생활에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억은 없다고 한다. 그러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부성은 양육적인 

아버지라기 보다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준 아버지로 인식한다. 

 현재 사회의 부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젊은 아버

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바쁜 일정에도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적인 부양자보다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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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놀아주며 같이 지내고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다 (김낙흥, 2011; Dowd, 2000: 48; Kwon and Roy, 2007). 특히 여

성의 경제적인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요즘 전통적인 가족 구성

이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여성이 

가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변화하는 풍조 및 부인의 사회생활이 아버지를 육아 전

선에 뛰어들게 한 커다란 요인이다. 

“둘이 있을 때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좀 달라요. 

뭐 좀 더 편하고… 간섭 안 하니까… 하고 ㅣㅍ은 것

도 하니까…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 다 같이 

하죠… 특히 컴퓨터 게임.” 

[사례 11, 한국, 맞벌이]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 때 세 번

이나 천식흡입기를 사용했었어요. 아내랑 같이 병원에 

돌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례 B, 말레이시아, 맞벌이] 

한국의 사례 11의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

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 아버지가 직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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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아이와 놀아주며 돌봐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

이다. 아버지는 아이 돌보기가 여성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한

다. 자신의 어린 시절 때는 아플 때 어머니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은데 말레이시아의 사례 B를 보면 아버지도 아이가 아플 때 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이가 아플 때 아

버지도 의지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맞벌이 부부에만 볼 수 있는 경향이 

아니고 외벌이 부부에도 이런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샤워도 시키고 재우기도 하고… 목욕 놀이해주니까 

지금 샤워할 때 아빠 찾거든요.” 

[사례 1, 한국, 외벌이] 

“아들이 가끔 새벽이 일어나서 우는데 아내 깨우기 

전에 제가 먼저 일어나요… 우유 먹이려면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내가 저보다 더 힘들죠…” 

[사례 H, 말레이시아, 외벌이] 

외벌이 부부의 아버지 역시도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 이

런 모습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성이

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 여성이 주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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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버지 역시도 육아에 참여하니 새로운 사회의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았

고 사회 풍조 및 인식이 전통상의 아버지 때와는 많이 바뀌었기에

변화된 새로운 모습들을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에서 발견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사례 1 및 말레이시아의 사례 H에서 나온 

아버지들의 직접 아이 목욕을 시켜주거나 새벽에 울고 있는 아이

를 달래주는 행동들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점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에 따라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현세대 아버지의 노릇 변하

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영석·박은미·허창덕, 2008; Juhari, 

Yaacob and Abu Talib, 2013)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새로운 부성의 

경향이 시작된 것을 알려준다. 

젊은 아버지들이 새로운 부성의 형상을 인정하고 자신

의 아버지를 평가하고 되돌아 본다. 한국의 사례 3은 “아버지

가 모델을 될 수 없다”며 말레이시아의 사례 B는 “아버지가 

나의 롤모델… 딸의 관계는 나랑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르면 좋

겠다”고 하니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던 것

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은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부분

은 거부하며 변화된 관점으로 올바른 아버지를 재정의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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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젊은 아버지들은 예전과는 다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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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부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전통상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주로 경제적인 부양을 

도맡는 역할을 띄고 있는 반면 현대사회에선 다양한 형태의 아버

지 상들이 나타난다. 경제 부양자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아버

지 모습도 출현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젊은 아버지들은 양육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좋은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단 자상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좋은 아버지라고 선호된다. 

아버지들 스스로가 아이와 다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육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전통상 아버지는 

그런 역할은 어머니의 몫으로 인식하였기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 아버지들이 많지 않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이 양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 변화가 우선시 되

어야 한다. 

인식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새로운 부성이 사회에 자리잡

힐 것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대상자들은 본인의 관점에서 자신

의 아버지보다 육아에 참가율이 더 높다고 인식한다. 젊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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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아이와 

관계를 얘기하며 비교할 때가 많다. 특히 몸으로 놀아주기 및 시

간을 같이 지내는 것 등을 하며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와 다정한 관계를 가

질 수 있게 된 시간이 자신의 아버지보다 많다고 인식한다. 하지

만 대상자들은 부인만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도 

인정을 한다. 아이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은 양육하는 새로운 

부성의 중요한 단계로 본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자들

은 부인만큼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맞

벌이 및 외벌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가사 및 육아

에 투자한 시간이 적다. 특히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계

부양자로 여겨지고 이런 상황을 아예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가

정에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젠더 한쪽 성에 국한된 역할보다 

생계부양과 가사는 같이 부담해야 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에게서 이 단계는 발견하기가 어

렵다고 본다. 아이의 교육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레이시

아 아버지들도 한국과 같은 실정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사례 10은 

같이 분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 핑계로 잘 안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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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며 자신의 의지 문제라고 한다. 이러하여 한국과 말레이시

아 사회에서는 실제와 현실의 차이가 나타난다. 

 본 연구 속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맞벌이와 외벌

이 가구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 대상자들은 주로 

외벌이 가구이며 말레이시아 대상자들은 맞벌이 가구다. 외벌이 

가구는 남성만 가족 생계 부양을 하여 맞벌이하는 남성보다 경제

적인 부양자의 역할을 더 크게 맡고 있다. 사회적 환경이나 전통

상 관념에 영향을 받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아버지의 중요한 역

할들은 이런 가구 형상들에 따라 다르게 연구될 수도 있다고 본

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집단의 남성만 인터뷰하였기 때문

에 다른 아버지들이 양육이나 가사일에 대해 인식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밝힐 수 없다. 본 연구는 주로 대상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기억을 비교하니 대상자의 관점만 본 연구에 언급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인 부성을 검토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찰을 포함하면 부

성의 흐름 및 변화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육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니 

가사 분담을 이 연구에 들어가지 않았다. 가정의 양성평등은 육아

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도 중요한 요인이다. 남녀 생계, 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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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분담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떠오르는 부성은 전통상 부성과 

새로운 가치가 공존해있다. 모델링과 보상 가설(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은 부성을 이해하기가 중요한 도구다. 두 

가설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할 변화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의 

성장 및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발견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상 아버지의 역할을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으니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과 

일치하여 생계부양자 및 교육자의 역할이 존재한다. 그런데 젊은 

아버지들은 다정하지 않은 부자 관계가 자신의 아버지의 부족한 

점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이 

예측한 대로 젊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을 거부하며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들은 모델

링과 보상 가설 (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은 동시에 적

용하여 새로운 부성을 만들어내었다. 그리하여 두 가설의 예측에

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버지의 행동과 일치한 부분이 발견되었

다. 

 본 연구는 부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가족 가치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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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남성의 역할 변화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의 가족역할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가족 일상생활을 관

찰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성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

로 보인다. 전통상 아버지의 역할과 새로운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반영하여 두 사회에서 새로운 부성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적으로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주로 올바른 아버지로 인식된다. 이

러하여 한국도 말레이시아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남성은 일과 가정 시간에 균

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육아와 가사 참여에 대한 긍

정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부성의 변화

는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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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the trend in fathering amongst 

young fathers in Korea and Malaysi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young 

fathers of a specific background have been chosen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from Korea are from Christian background and live 

in suburban area. On the other hand, only Malay Malaysian fathers, who are 

Muslims, living in suburban areas are included in this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is not designed to generalize new fatherhood in both societies but to focus 

on fathering trends in younger generation fathers of a specific background. 

The Korean and Malaysian fathering pattern has showed changes in 

which men are seemingly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housework and 

childcare. This is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women’s labor partici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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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ing in lesser time spent performing house-chores. Therefor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male as the sole breadwinner family system becomes challenging. 

The result of the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parts. The 

first part consists of the diverging pattern in fathering between Korean and 

Malaysian fathers. Korean fathers’ emphasize on their role as the family’s main 

breadwinner while Malaysian fathers’ focused on their role as the educator and 

role model for their children. The differences in fathering role is due to the 

influence of religion and traditional values as well as economic conditions. In 

the Korean context, being the breadwinner have been the males’ responsibility 

since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However, in the Malaysian context, Islamic 

valu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ety. Therefore, the role of fathers 

as educator became Malaysia fathers’ main role. In this retrospect, there is 

parallelism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 of fathers. As predicted 

in the modeling hypothesis, younger fathers tend to model after their own 

parent’s positive fathering behavior. Therefore, Korean fathers tend to focus on 

their role as the breadwinner while Malaysian fathers as the educator.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part of the research shows a 

converging pattern between Korean and Malaysian fathering concept. Fathers 

from both societies show a shift from their own father’s fathering pattern. 

Although they believe that their upmost important roles are as breadwinners 

and educators, young fathers are in the opinion that a ‘good father’ is one whose 

child regards him as an intimate and supportive friend. Unlike the d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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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hich was experienced by the young fathers during childhood, 

they would like to be more expressive and share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Besides that, younger fathers are also more willing to spend their 

free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Fathers’ of previous generation have the 

tendency to spend their free time by resting but young fathers’ have the 

tendency to be more involved with the family post-working hours and over the 

weekends. This form of behavioral pattern is in line with the compensation 

hypothesis. Their distant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have inspired them to 

act differently and improve from the previous generation’s method of fathering. 

This results in the new form of fathering in which male figures become more 

visible within the family system. 

New fathering in Korea and Malaysia portrays the dynamics of 

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 While there are parallels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 with regards to fathering behavior, changing 

societal environment demands for fathers to be more proactive at home 

especially with regards to child-rearing. This research shows that young fathers 

tend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child-care and hence, creating a new form of 

fathering in both societies. 

Keywords: Republic of Korea, Malaysia, 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is, New Fathering, Traditional Family System,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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