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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구는 보수적인 지역이다. 1960 년대 박정희정권부터 보수세력으

로 권력을 유지해 온 대구는 산에 둘러 싸여 있는 분지의 지리적인 조

건을 수반해 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구경북 출신자들이 패쇄적

인 사회를 유지해 온 곳이다. (박승대 2004, 641, 642, 643 쪽) 이 대

구의 보수적 도시의 이미지는 정치적인 것 뿐 만이 아니라 내측에서 본 

이미지 즉 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구의 이미지이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실시된 대구 및 경북지방의 정체성조사에서는 대구와 경북지

역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보수적”, “강한 애향심”, “전통”, 

“의리”, “배타적인 성격”이 뽑혔다. 그 다음 해인 2008 년에 김영화가 

또 다른 대구시민대상의 의식조사를 행하였는데, 여기서도 보수적, 폐쇄

적,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등이 대구남녀가 고르는 대구시민의 이미지

이었다. (김영화, 2008, 216 과 217 쪽)

이처럼 대구지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현대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

(보수적, 전통, 가부장 등), 그리고 여성과 타 지역에 대한 차별적 (배타

적,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등) 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김영화는 

2008 년의 의식조사에서 성별별로의 대구시민의 이미지에 대해 시민들

에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 대구시민들은 대구의 남성을 가부장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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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 보수적, 패쇄적, 여성을 가부장적, 가족 중심적, 순종적이란 키워

드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대구시민들이 자신에 대해 아직까지도 전통적

인 성역할에 근거되어 있는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민의 정체성에 관한 견해는 개인적이거

나 주관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집단적 즉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에 대

한 것임으로 지역과 지역민이 가지는 이미지와 특성은 개인의 특정 경

험만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주변과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때로는 개인이 지역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면서도 그 지역

이미지 자체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김

한곤과 이미경(1999, 73 쪽, 78 쪽, 79 쪽)의 대구지역 경산부 대상의 

남아선호의식관련 연구에서는 남성중심사회인 대구에서 여성이 남존여

비 분위기와 여성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아선호인식을 강하게 가지

게 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의 의식조사와 기존연구들은 대구가 자

유하고 개방적인 가치관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가치

관을 가진 도시임을 시사하고 왔다. 이런 대구의 지역이미지는 “지역성

“라고도 부를 수 있다. 지역성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특성에 더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성향 및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화와 김태일은 2012 년에 

발표된 대구경북지역학에 관한 논문 ” ‘대구경북학‘의 모색 –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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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118 쪽)애서  지역성을 지역의 정치적

인 성형, 문화, 그리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질영역에서 설명했다. 이

와 유사하게 이영원은 2010 년에 발표된 논문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지역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다.

“지역 정체성은 지역적 구분에 따른 지역적 속성이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며, 개인정체성에 비해 보다 집합적인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 정체성이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규모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Puddingoot. 1995).” 

(이영원, 2010,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지역만족도에 대한 

연구: 진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253 쪽, 254 쪽)

이영원은 이 설명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집합적인 개념인 사실을 밝

히고 있고, 이는 지역성 및 지역정체성(지역민의 정체성)이 개인과 지역

사회의 연관성속에서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 이영원은 지역정체성이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고 

형성됨으로 개인정체성과 동일하지 않은 차원에서 형성된다는 점도 지

적하고 있다.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 지역민의 생활과 지역민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독특한 점과 타지역과의 차이점을 개인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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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공통이미지로 지역민들이 형성하는 것이라면, 그 지역성은 개인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역성은 지역민

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결과물인지 또는 지역민이 지역성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이미 다른 지역민들이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내재하는 지역성이 

젊은 지역민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성을 가지는 개념인지 밝힐 필요

가 있다. 대구지역민들은 그들의 도시가 품고 있는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지역민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구의 지역성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온 “보수”와 “전통”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

리고 그 변화의 예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그에 관한 가치관 

변화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했다. 

대구에서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결혼

의 변화가 근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현상도, 

발견도 아니다. 먼저 대구의 결혼의 변화를 논의하기 전에 한국전체에

서의 결혼의 변화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결혼의 변화 즉 만혼화

와 그에 따른 저출산이 한국에서 국가규모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 년 동안, 한국에서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아 왔고 이에 수반하여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조혼인율의 감소와 초

혼연령의 상승이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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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1970 년부터 2015 년까지 한국의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추

이를 그린 것이다.1) 이를 보면 한국에서 1995 년에 9.4 를 기록한 조혼

인율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07 년에 약간 회복할 징조를 보

였으나 그 후 2015 년까지 완만히 내려가고 있다. 그 결과 2015 년의 

조혼인율은 1970 년 이후 제일 낮은 5.9 이며 조혼인율의 감소는 심각

화하고 있다. (통계청, 2016)

<표１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추이> (출처: 통계청, 2015 년 혼인 ・이혼 통계 2 쪽,5 쪽) 

이에 덧붙여 합계출산율의 저하도 계속되어 있으며 <표 2>의 출생

아 수 및 합계출산율추이의 표를 보면 2014 년 시점의 합계출산율은 대

체인구율과 비교해 1.205 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

다. 2)

1) <표1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추이> 본 논문 6쪽.

2) <표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본 논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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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출처: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2014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결혼율의 감소가 계속되는 한국에서는 미혼율 상승 현상 또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결혼적령기 인구자체가 감소해서 결혼인구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아

니라 낮은 조혼인율과 유사한 맥락에서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사람들

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페이지 <표3출생코호트별 미혼율>을 보면 

10년 전에 30대에 진입한 결혼적령기인 76년생부터 80년생까지의 출생코호트는 

30대에서의 미혼율이 71년부터 75년까지 태어난 집단에 비해 남성은 22.8%, 여

성은 18.6% 높아졌으며 결혼적령기에 진입하고 그시기를 지나도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특히 남성의 경우 76년~80년 

코호트는 30대 연령층에 들어와서도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화하였기 때문에 80년대생 이후에 

3) <표3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본 논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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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이혼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수가 작은 이유로 더 심화할 것이 예상이 된

다.

<표３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의 변화 : 남성 > <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의 변화 : 여성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1975~2010년), 전수자료    자료: 인구주택총조사(1975~2010년), 전수자료

（출처: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징 및 변화분석 5쪽, 2013년)

여성 또한 76년~80년 출생코호트가 30대 초반 이혼율이 그 위의 출생코호

트와 비교하여 높으며 29.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 코호트에 속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1990년에는 95.0%,1995년에는 98.4%가 되어 대학진

학율도 90년에 32.4%, 95년에는 반에 가까운 49.8%로 여성의 교육기회가 증대

한 시대에 속한 집단으로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결혼을 일찍 

안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권혜자, 2013,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표1>내용 참조.)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결혼의 감소와 지연, 그리고 미혼율 상승

현상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해결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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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구대책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결혼을 장려하고 증가시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사생아출산과 사실혼(동거혼)에 대한 관용도가 넓지

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와 미국처럼 법적인 계약이 없는 

결혼과 혼외출산을 이용해서 출산율을 인상시키기는 방법은 한국에게 유효하지 않

을 것이다. 여전히 아이를 결혼한 부부 밑에서 낳고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이 사회

에서 이대로 소자화가 심화한다면 노동인구의 부족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복지 부담의 증대로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결혼현상에 대한 이

해를 깊게 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결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구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가치관이 정말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전통이 중요시되고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러

한 결혼의 변화는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떤 장소에 가부장제가 여전히 자리를 잡

고 있다면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계계승을 위해 결혼을 할 것이

고, 아이도 남자아이가 낳을 때까지 낳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경제상

황이나 연령과 같은 조건들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만 더 복합적인 결혼결정과정 분석을 위해 가치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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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수지역이라고 불릴 대구에서도 결혼 양상은 변화하고 있

다.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 10 년 동안 대구에서는 전국의 경향과 유

사하게 결혼연령이 상승하였고, 조혼인율과 결혼건수의 감소도 함께 일

어났었다. 과거 약 10 동안 대구의 혼인 및 이혼건수 변화는 다음 페이지 

<표 5>에 따르면, 혼인건수감소율은 전국평균이 과거 10 년간 마이너스 

6.3 인 것에 비해 마이너스 9.0 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4) 다음 페이지 

<표 6>에 나온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 대구의 인구 순이동 동향을 

보면 대구에서는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진학과 취직을 위해 많은 

수의 젊은 층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이 이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예측

된다. 5)하지만 혼인건수뿐만 아니라 조혼인율도 같이 축소하고 있고 그 

정도 또한 전국평균보가 높다. 이 혼인건수의 격감과 전국평균보다 높

은 조혼인율 감소율을 보았을 때  대구는 결혼이 옛날처럼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대구 또한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

화하고 있는 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4) <표5 대구의 혼인 및 이혼건수 2004~2014> 본 논문 11쪽.

5) <표6 대구 인구 순이동 - 인구 총전입과 총전출 – 2004~2014> 본 논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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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구의 혼인 및 이혼건수 2004~2014>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대구 10 년 변화상 10 쪽, 참조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

총조사(2010 년) 10% 표본자료)

<표6 대구 인구 순이동 - 인구 총전입과 총전출 – 2004~2014>

（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대구 10년 변화상 9쪽, 참조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10% 표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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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의 변화는 결혼건수의 감소뿐만

이 아니다. 이 페이지 중앙에 있는 <표 7>는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 

대구의 초혼연령 추이를 그린 것이지만, 대구에서는 남녀의 초혼연령이 

2004 년에 남성 평균 30.3 세, 여성평균 27.7 세였다가 2014 년에는 남

성이 32.3 세, 30.0 세로 10 년에 비해 남성이 2.0 세, 여성이 2.3 세씩 

높아졌다. 

＜ 표7 대구 초혼연령 추이 2004~2014＞

（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대구 10년 변화상 11쪽, 참조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10% 표본자료)

전국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도 이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고 오히

려 대구에서는 초혼연령 상승이 다른 지역에 뒤쳐지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표 8 초혼연령의 변화>를 보

면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 평균 초혼연령이 대구에서 남성은 전국평

균과 비슷하게, 여성은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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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전국평균보다 더 일찍 초혼연령이 높아

지고 있다. 

<표 8 초혼연령의 변화>

（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대구 10 년 변화상 11 쪽, 참조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2010 년) 10% 표본자료)

결혼인구의 감소와 높아진 결혼연령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

산의 지연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출산은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 대구의 출생아수가 

23,111 명에서 19,361 명으로 16.2% 감소하였다. (통계청, 보도자료

2015,1 쪽) 그러나 아이의 수가 줄어든 반면 합계출산율은 약간씩이지

만 차차 올라가고 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대구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그린<표 9>6)를 보면 2003 년에 1.107 이던 합계출산율이 2005 년에 

0.995 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소 증감은 있는데 이 추이는 

다음페이지 <표 10>7)의 전국평균의 추이와 유사하고 대구는 전국보다 

약간 낮을 정도의 합계출산율을 과거 10 년 정도 유지하고 있다. 합계

6) <표9 대구 합계출산율 추이 2003~2015> 본 논문 14쪽.

7) <표 10 합계출산율 전국평균 추이 2003~2015> 본 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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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추이를 광역시별로 정리한 <표 11>8)를 보면 대구를 포함한 

여섯 광역시가 전국평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출산율의 높이는 

시마다 차이가 있다. 광역시 중 합계출산율은 울산광역시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대전, 인천, 광주, 대구, 부산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대

구는 기타 광역시와 비교를 하면 위에서 4 번째 밑에서도 4 번째로 합계

출산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표 9 대구 합계출산율 추이 2003~2015>

（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 합계출산율 <시도>를 참조해서 작성함)

8) <표11 광역시별 합계출산율 추이 2003~2015> 본 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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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합계출산율 전국평균 추이 2003~2015>

（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 합계출산율 <시도>를 참조해서 작성함)

<표 11 광역시별 합계출산율 추이 2003~2015>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 합계출산율 <시도>를 참조해서 작성함)

앞 페이지의 표처럼 대구에서는 과거 약 10 년 동안 결혼건수와 조

혼인율이 감소하였던 반면, 도시의 인구재생능력을 의미하는 출생아수

는 감소하면서도 합계출산율은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

은 결혼 양상과 출산의 현황은 대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일까? 만약에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다면 현재 대구의 



- 16 -

결혼의 감소와 만혼화는 그 가치관이 반기고 권유할 가족형성과는 괴리

가 있을 것 같다. 과연 대구의 지역특성인 보수성, 가부장성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일까? 혹은 대구시민이 자

신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고 전통을 선호하는 이미지는 이미지

일 뿐이며 실제 결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미지 또는 정체성 인식이 영

향력이 없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질문들을 기본 문제의식으로 삼아 대구의 지역성과 

결혼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결혼관과 지역성의 관련을 

모색함으로 대구의 지역성 즉 집단의 정체성이 개인의 인식에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지역성이 지역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

적 현황을 설명하는 단순한 키워드 개념인지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 속

한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 개념이 인지를 밝히려고 할 것이다. 

2. 기존의 연구

1) 결혼관 연구

①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 현재까지 국내의 결혼관관련 연구는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인구문제해결이나 경제진흥을 위한 접근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삼식(2006)은“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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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치관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치관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형태에 미치는 영

향”128 쪽)

이 말에 볼 수 있듯이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결혼관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그것이 모였을 때 

한 집단의 성향과 행동의 원인이 됨으로 이를 알아가는 것은 개

인과 동시에 집단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인구문제와 같은 

정책적인 해결안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관찰할 때 유효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결혼관과 같은 가족관련 가치관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내에서 형성되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에 대해 최새은(2003)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족생태계는 가족원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

하지만,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의존적인 집단으로서의 가족 성격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결

혼은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개인의 관계에 대한 욕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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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적응을 위해 자손을 소

유하고자 하는 욕구도 충족시킨다. 또한 가치는 가족체계 내에서 

존재하며 중요한 가족과정을 차지하면서 의사결정과 사람들의 행동

을 이끈다. “

  (최새은, 2003. “30 대 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5 쪽. 유계숙, 

최연실, 성미애 1999 인용부분 재인용) 

위에서 최새은은 가치관이 단순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사회공동체안에서 개인들이 서로와의 교류, 소통, 목

적의식공유를 통해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가

치관이 집단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결혼가

치관에 대해 접근하고 관찰해보는 작업은 특정집단의 행동의 모

티브를 알기 위해 실용적이며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

출산과 만혼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종류: 결혼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결혼관이 구체적으로 개인의 결혼관련 행동의 어느 부분에 영향

을, 그리고 어떻게 그 영향이 미치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왔

다. 그 결과 결혼관은 남녀의 결혼시기 결정과 결혼의지의 강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김중백, 20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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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이처럼 결혼관이 결혼이행에 있어서 독립변수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혼관 형성은 건전한 결혼과 자녀출산의 출발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혼관은 개인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구성은 다양한 젠더와 가족 관련 가치관들과 얽혀 있고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은 결혼관의 특정 요소를 선택

하거나 때로는 결혼관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저출산과 만혼

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온 바가 있다.  

② 결혼관관련 선행연구 결과 

결혼관 변화에 관한 연구: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즉 결혼가치관은 현재까지 어

떤 변화를 거쳐 왔을까? 종래 결혼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가족

과 가족이 결합하고 방영하기 위한 수단이며 오래 동안 그 결정

은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집과 가부장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되어 있다. Cherlin(2004)

은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에서 

과거 몇 십년간 미국에서 결혼이 조직적인 결합에서 우애적인 

결합에 변화하고 최근에는 결혼이 순수한 개인선택이 되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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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논하였다. 이러한 결혼을 선택으

로 보는 시각은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의식조사에서도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영남대학교가 실시한 결혼적령기전 연령대인 대학생의 결혼

관조사에서는 남자학생의 반인 53.0%가“꼭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18.8%밖에 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영남대]결혼 및 출산에 대한 지역 5 개 대학

생 인식조사 실시. 2011) 결혼을 필수로 보기보다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결혼관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존연구들이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보고하기도 했다. 

결혼관 요소에 관한 연구:

기존연구들은 결혼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밝히고 

오기도 했다. 기존 연구 중 은기수(2001)와 김중백(2013)의 연구들

은 연령이나 교육수준, 성별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게 되거나 피하

게 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연령과 학력, 성별이 가지고 있는 

결혼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김중백 (2013,167 쪽)은 여

성이 기존의 성역할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남녀의 결혼의향의 

유사성을 좌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직장과 가정

에서의 이중역할부담과 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성역할가치관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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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결혼을 고려할 때 갈등 기재가 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예전처럼 결혼을 가족이나 집안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코스선택에 따라 고를 수도 있고 

안고를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결혼관이 있고 이러한 결혼의 

트렌드는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결혼의 지연

과 저출산이 꼭 전통적인 가족가치관부터의 완전한 탈피 때문에 발

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관의 요소와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증명한 기존연

구에는 결혼을 결정할 때 남성은 순서규범(부양자가 되기 위해 취

직을 하고 경제력이 생기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영향을 

크게 받고, 여성은 연령규범(특정연령이 되면 결혼을 한다는 생각)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밝힌 은기수(1995,114 쪽), 개인의 

자녀가치관의 긍정도와 결혼필요성의 높이와 결혼결정과 시기설정

에 연관성이 있는 것을 지적한 이삼식 (2006,128~129 쪽), 부모의 

사회계급과 경제력이 대학생의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이 됨을 밝힌 김

진희(2014),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절관념과 같은 성

적가치관이 배우자선택시에 영향력을 가짐을 증명한 김경신(1997), 

결혼관을 결혼지평선(Marital Horizon)이라고 부르며 결혼 전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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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의 결혼관이 결혼중요성, 희망결혼연령, 결혼중비도로 구성되

어 있다고 설명한 Carroll(2007,2009)등 국내외의 연구가 있다. 이

처럼 기존연구들은 결혼관요소가 매우 다양한 것을 밝히고 왔고 복

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늘 변화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향후 더욱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혼관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

한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기간과 결혼시기

의 연장 및 연기가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되었다(Kim 

and Retherford, 2009, 267 쪽). 저출산이 발생한 큰 원인은 여성

의 교육과 취직 기회가 확대함에 따라 결혼연령이 급격히 올라간 

것이 하나의 원인이지만 저출산화가 가임기 여성의 자발적인 의지

에 의한 임신연기에 인한 것인지, 부모가 자식의 교육기회를 확대

해줌으로 결혼에 앞선 교육의 강조가 심해서 때문인지는 자세히 밝

혀져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1950 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

면서 학력과 사회계급이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질혼경향이 

강화되었으며(Lee 2002) 교육열에 수반하여 연장된 교육기간은 결

혼시기연기로 이어졌다. (Kim&Retherford 2009) 교육기회의 확장

과 함께 시작한 이 동질혼 경향은 70 년대부터 90 년대 중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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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증가하였고, 이 기간의 동질혼경향 강화는 학력집단간의 결혼

장벽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이 결혼장벽도 결혼 연기의 비자발적 

이유로 볼 수 있다(박형준, 김경근 2012, 113 쪽). 교육열과 같은 

사회현상 외에는 경제불안정 또한 한국 결혼 양상에 큰 영향을 주

었다. 1997 년의 IMF 위기(아시아통화위기) 이후 시장고용형태의 

불안정화에 인해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의 공급이 어려워졌다. 결

혼준비를 위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젊은이들은 결혼에 이행하는 것

이 힘들어졌다 (은기수 2005). 이에 더해 후속연구는 “취업을 통해 

결혼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얻기 위해” 취업자의 결혼희

망연령이 비취업자보다 낮아지는 것을 밝혔고, 부모님과 동거를 할 

경우에 경제적인부담 삭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

가 커지는 것을 밝히면서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경제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한 바도 있다(임훈민, 김중백 

2013, 61 쪽). 이처럼 결혼가치관 변화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변화

와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측면

에서 저출산, 만혼화, 비혼화 등에 대한 접근을 취하고 왔다. 

본 논문은 결혼관과 지역성에 초점을 두고 면접조사를 통해 한

국의 보수지역인 대구의 현대 결혼관 즉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과 지역성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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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본 논문은 기존연구가 발견한 결혼관의 다양한 요소를 면접조

사에서 관찰하는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요

소는 기존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및 자녀관을 나타내는 요소인 

결혼희망 (결혼희망의 있음과 없음, 결혼희망연령, 결혼에 대한 의

무 및 선택 인식), 자녀가치관(자녀희망, 자녀출산에 대한 의무/선

택인식),성가치관(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이 선택되었고, 대구의 지

역성이 결혼관과 맺고 있는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성 요소로 

배우자희망사항(배우자 출신지 희망)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면접

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결혼관, 그리고 지역

이미지 파악을 위해 질문지에 이들 요소에 관한 기입항목을 두입하

였다.

2) 대구지역의 지역학연구와 결혼관연구

① 대구지역학

본 연구는 대구를 대상지역으로 선택해서 결혼관 조사를 하

고자 한다. 과거 대구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 학문에는 대구지역

학이 있으나 결혼관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지역학 분야에

서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1990 년대 이후 활발해진 

대구지역학은 영남대학 민속문화연구소, 계명대학 한국학연구

원, 경북대학 영남문화연구원에서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영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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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및 조선후기상층사회에 관한 연구가 거듭해져왔다. 이 연구

소들은  주요 연구를 역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분야에 한한다. 

(이창언 2008, 4~7 쪽) 지역학분야에서는 주로 역사와 민속문

화보존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민의 생활 향

상을 위해 현재의 대구의 지역특성인 폐쇄성과 가부장성도 지역

학의 일환으로 연구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김영화, 김태일 

2012, 26 쪽)  

② 대구지역의 결혼관 연구

대구지역학학에서 결혼과 관련된 연구는 없지만, 대구에 있

는 대학교 연구기관들은 대구의 결혼 및 출상 양상에 대한 연구

를 몇 몇 실시해왔다. 결혼관에 주목한 기존연구의 예로는 김기

태(1976)의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대구 ・부산의 비

교 고찰”이 있다. 이 연구는 졸업 전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가

치, 의식, 태도를 조사해 지역마다 결혼가치관에 보수성이나 개

방성 등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

르면 1976 년에 조사에 참가한 대구의 젊은이들은 결혼 목적을 

주로 개인의 애정 향수, 정서 안정, 그리고 가족형성으로 보고 

있었고 기존의 결혼역할인 가계계승은 더 이상 중요시되는 결혼

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결혼목적의 개인화와 



- 26 -

이기중심화를 의미하지만 이 연구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적을 

개인화하는 가운데 결혼에 관련된 다른 인식들은 여전히 보수적

인 것도 밝혔다. 예를 들면 결혼과 연애를 동일시 안하는 사람 

즉 자유연애와 결혼을 연장선에 안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체 28.0%를 차치하며, 순결준수에 동의하는 사람도 남녀 둘 다 

50%이상이었다. 이처럼 결혼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하려고 하

지만 결혼에 연관이 있는  연애행동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생각

이 아직 있고, 자유연애가 일반화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수절관

념이 강하게 남는 등 보수경향이 있었다. 연애와 결혼의 분리, 

수절관념에 더해 약 40 년전인 1976 년에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개결혼에 대해서도 64%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었으며 이 시점 젊은이들의 결혼이 완벽히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년 전에 실시된 이 

연구조사결과는 대구사람들의 생각이 보수적이면서도 이시기에 

개인의 생각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알려준

다.

대구에서는 2005 년에 또 다른 결혼관연구가 실시되었다. 

2005 년에 김보경과 김한곤이 실시한 이 연구는 제목이 “대구

지역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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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대학생이 조사대상인 결혼가치관에 대한 양적조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대학생들은 중개결혼에 대해 동의

하는 비율이 13%이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1976 년의 연구결과

와 달리 2000 년대에 자유연애결혼이 더 큰 시민권을 얻은 것

을 보여준다. 또한 결혼과 사랑의 분리에 대해 약 1/5(22.8%)만

이 동의를 하고 있고 결혼이 사랑의 연장선에 있다는 인식이 일

반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과 사랑의 동일시 경향만을 보았

을 때 대구의 청년들이 전통적인 결혼가치관보다 현대적인 결혼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듯해 보이지만, 혼전동거에 대해는 과

반수(55.7%)가 반대를 하고, 결혼에게의 이행에 있어서 부모동

의를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자수가 40.6%에 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결혼이 완전히 개인의 의지에 따른 사항이 되었다기보다 결

혼의 당사자와 주위와의 조화가 있는 전제에 행동의 자유가 생

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기의 선행연구에는 다소의 제한점이 있다. 김보경과 김한

곤의 연구는 대구의 결혼과 출산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규

명을 위해 대구지역민의 결혼관을 연구하였지만 대구의 특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초점은 없고 단순히 대구 청년의 결혼관 파악

을 하였기에 대구의 지역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김기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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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대구와 부산, 이 두개의 영남지방 광역시의 결혼관특성

파악과 비교를 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양적방법을 사용한 조사

의 특성상 그 차이가 어느 지역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지는 증명이 안 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 

지역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참고로 대구의 지역성 키워

드를 선정한 후 질적 연구 방법인 면접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결

혼관에 키워드관련 인식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대구시민의 결혼관과 거기에 나타나는 지역

성을 관찰하고 결혼관과 지역성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에 있

다. 이 목적을 위해 면접조사 대상자는 대구출신이며 현재도 대구에 거

주중인 젊은 남녀지역민으로 하였다. 그리고 결혼관은 결혼이행과정 및 

결혼을 하기전에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

문에 미혼남녀의 결혼관을 파악하는 것이 결혼행위와 가치관 사이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기존연구에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가치관연구를 할 경우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현실과 괴리가 있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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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가능성을 기혼자대상의 연구의 제한점으로 반성한 것도 있다. 

(최새은, 2003) 

본 논문의 연구대상자에는 대학진학과 취직으로 일시적으로 대구를 

떠났다가 진학과 취직을 위해 다시 대구에 돌아 온 사람들도 제외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 U 턴 지역민이 타지역 생활 및 타지역민과의 교류

를 통해 결혼과 자녀 등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구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지역성의 

영향력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결혼관은 주로 결혼

이행에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모두 미

혼자로 선별하였다. 면접조사는 평균연령 23 세의 남자 17 명 여자 5 명

의 총 22 명에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첫 대상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에 

재적중인 대학생과 그 다음 대상자들에게 소개를 받는 방식으로 면접참

가자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연과학계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부분이 

되었다. 대학교 졸업 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문과계열에 진학한 대

상자가 없기 때문에 면접조사 내용에는 약간에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

며 이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연구는 양적연구방법을 이용한 많은 결혼관 선행연구와 달

리 질적 연구방법인 면접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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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청년층 대구 시민의 결혼관의 일반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아

니라 결혼관과 지역성의 관련을 확인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결혼관과 그 형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이 어떠한 가

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이 어떠하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면접조사를 선택하였다.  

먼저 면접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전

에 자기기입식질문지를 배포했다. 이 질문지<표 12>9)에는 연령과 성별 

등 사회인구학적특징에 더해 결혼관의 지표가 되는 희망결혼연령, 희망

자녀수, 배우자조건과련 항목도 포함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면접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가치관 항목과 자녀가치관 항목을 간편하게 기입하

도록 안내한 이유는 면접조사를 할 때 본인이 기입한 내용에 대해 질문

을 받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쉽게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기기입식 질문지의 응답내용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3>10)처럼 되었다. 면접조사는 2016 년 10 월 8 일부터 11 월 4 일

까지 실시되었다. 면접조사는 한명 당 30 분부터 1 시간정도 걸렸고 대

상자의 양해를 구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9) <표12 배부한 질문지 형식> 본 논문 32쪽

10) <표13 면접대상자 표본>본 논문 33쪽,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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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과 관련해서 대구의 보수성과 가부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성역할에 대한 생각과 수절관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녀성별희망, 혼전동거에 대한 항목을 질문지에 두입하였고 

지역에 대한 감정 또는 이미지가 배우자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 배우자 출신지희망도 기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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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연령      년생

직업

출신지역      구/군

종교

가족구성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가족과의 친밀도
       (안 좋다)    1 2 3 4 5 6 7 8 9 10    (좋다) 

           연락 빈도:            만나는 빈도:

결혼희망 있음 / 없음

결혼희망 연령      세

자녀희망 있음 (  명) / 없음  

자녀성별희망 있음 (남/여  순서:            ) / 없음

혼전동거 찬성 / 반대 / 기타

배우자 출신지 희망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의 

이미지

대구남자의 이미지

대구여자의 이미지

<표 12 배부한 질문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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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연령 성별 직업 종교 가족구성
결혼

희망 

결혼희

망

연령

자녀

희망
자녀성별 희망 

혼전동

거

배우자 

출신지 

희망 

1 19 여 대학생

기독

교
부/모/오빠 있음 29

있음

(2명)
여-남 순서 반대 없음

2 28 남
대학원생 

(박사)

불교 부/모/형 있음 29 없음 없음 찬성 대구

3 23 남
대학원생

(석사)

무교 부/모/누나 있음 30
있음

(1명)
여아 찬성 없음

4 26 남
대학원생(

석사)

천주

교
부/모/누나 있음 33

있음

(2명)

순서 관계없이 

남(1) 여(1)
찬성 대구

5 25 남
대학원생

(석사)

무교 부/모/여동생 있음 32
있음

(2명)
여-남 순서 반대 없음

6 20 남 대학생 무교 부/모/남동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찬성 -

7 30 여
대학원생

(박사)

무교
부/모/남동생

/여동생
있음 33

있음

(1명)
여아 찬성 대구

8 20 여 대학생 무교 부/모/여동생 있음 28
있음

(3명)

순서 관계없이 

남(1) 여(2)
찬성 없음

9 20 남 대학생 무교
모/누나/남동

생
있음 30

있음

(1-2명

)

없음 찬성 없음

10 19 여 대학생

기독

교
부/모/언니 있음

20대말

~ 

30대초

있음

(2명)
없음 반대 인천

11 24 여
대학원생

(석사)

기독

교
부/모/남동생 있음 32 없음 없음 찬성

경상도 

외

12 26 남

대학원생

(석사)

무교 부/모 있음
31~

32
없음 없음

찬성

(중립)
없음

13 27 남

대학원생

(석사)

천주

교
부/모/누나 있음 32

있음

(3명)
없음 반대 서울

14 21 남 대학생 무교 부/모/형 있음
25~

37

있음

(2명)

순서 관계없이

남(1) 여(1)
찬성 없음

<표 13 면접대상자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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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5 남
대학원생

(석사)

무교 부/모/남동생 있음 30대
있음

(3명)
남-여-남 순서 찬성 없음

16 27 남
대학원생

(석사)

무교 부/모/남동생 있음 30
있음

(2명)

순서 관계없이

남(1) 여(1)
반대 없음

17 20 남 대학생 기독교 부/모/형 있음 31
있음

(2명

순서 관계없이

남(1) 여(1)
찬성 없음

18 20 남 대학생 기독교 부/모 있음
28~

30

있음

(2명)

순서 관계없이

남(1) 여(1)
찬성 없음

19 27 남
대학원생

(석사)

불교 부/모/누나 있음 32
있음

(2명)

남-여 순서 반대 대구

20 20 남 대학생 무교 부/모 있음 28
있음

(2명)

없음 찬성 없음

21 20 남 대학생 무교 부/모/남동생 있음

28~

29

없음 없음 찬성 없음

22 20 남 대학생 무교 부/모/여동생 있음
28~

32

없음 없음 찬성 없음

III. 조사결과

1. 나와 지역 – 개인과 사회의 보수성 - 

결혼적령기와 그 직전의 연령대에 있는 대구 청년이 생각하는 

결혼관과 거기에 나타나는 지역성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면접에서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성이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미지를 알아야 그것이 결혼관에 어떠하게 나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면접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들은 자기기입식 질문지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의 이미지”와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남자의 이미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여자의 이미지”에 대해 답하였다. 지역의 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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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의 이미지를 따로 기입하도록 한 이유는 공간과 자치체로서의 

이미지와 대구시민의 이미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지역성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보기위해 그렇게 하였다. 논문 앞부분에서 언급하였지만 대구의 

이미지를 묻는 의식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보수”, “배타성”, “패쇄적”,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전통적” 등 다양한 단어가 대구의 이미지로 

선정되어 온 바 있다. 이번 대상자들의 응답에도 비슷하게 복수의 

지역이미지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22 명중 13 명은 

대구의 이미지를 “보수”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대상자도 2 명을 빼고 모두 

대구의 보수성을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대상자들은 “보수”를 대구와 

대구시민의 이미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와 지역사회의 

보수성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면접대상자의 대부분이 대구와 대구사람이 보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대상자들이 말하는 "보수"는 그 주체가 

다양했다. “보수”는 때로는 고령인구의 특징, 지방사회 및 지방정치의 

성향의 형용사로 쓰였고 때로는 대상자 본인의 성격과 가족의 태도를 

설명하는 말로 설명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상자들은 "대구의 보수성"을 

지방사회와 정치, 본인과 가족, 그리고 기득권세대의 특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먼저 대구의 정치의 보수성에 관한 대상자들의 언급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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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잖아요 대구의 보수. 선거 투표같은 것도 한쪽 당에 물리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대구하면 새누리 이런거. “ (대상자 4, 남성)

위의 말은 최근까지 선거를 할 때 대구시민이 보인 보수지지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와 유사하게 대구의 보수적인 

지방사회와 정치구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말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보수성이라는 것은 일단 정치적인 성향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고 1 번찍는다던가 그런분이 농담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외부 것을 안 받아 

들이는 그런게 있어요. 그 제가 그걸 느낀게 이제 정이랑 그게 

이어질수도있는데, 그게 나쁘게 말하면 텃세인데 그게 다른말로 

하자면은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좀 그런것같아요. 그게 제가 젤 

크게 느낀게 대구백화점 아시죠? 대백 그렇게 한 지역 메이커가 

오래가는 동네가 없어요, 제가 봤을때, 거기서 좀 느꼈어요. 

홈플러스나 현대백화점 홈플러스는 아예 장르가 다르구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도 대구백화점이 안 무너져요. 그 

동네 백화점이 안 무너지는 게 거의 대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상자 18,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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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상자는 정치에 더해 지역경제에서 보수성이 존재하는 것을 

언급하였고 그의 보수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 및 경제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보수성이 지역발전을 막고 

있다고 부정성을 지적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대구가 보수적인건 아무래도 발전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뭔가를 충분히 지을 수도 있고 새로운 축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대구가 발전을 못 이루는 게 보수적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대상자 21, 

남성)

이 대상자는 지방사회의 보수성이 대구지역 사회와 경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역의 정체를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대상자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대상자는 대구의 보수성이 어른세대부터 오고 있다고 다음처럼 

말하였다. 

"어른들이 보수성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딜 가도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대구가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 서울은 많이 

개방적인 이미지인데 대구는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어른들이 막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세대들이 되게 많이 호용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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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같은 것에 대한 이벤트를) 대구에서는 비교적 안 반기는 

느낌인 것 같아요." (대상자 10, 여성)

위의 대상자들의 지역 보수성에 관한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젊은 세대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대체로 대구의 보수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일부 대상자들은 대구의 지역성과 지역이미지를 본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역의 체계와 성향으로 관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세대가 보수성을 지키고 있다고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최근에 정치와 가정 두 공간에서 기득권세대부터 새로운 세대로 세대교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젊은 층도 아직까지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인 게 보수라는 것에 한목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대구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젊은 층도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비교했을 때. 그니까 

젊은 층은 상대적인데 고령층보다는 덜 보수적인 게 있어요, 

확실히. 아버지 어머니세대 보다 덜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왜 간혹 

보수적인 사람이 있냐면 그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 혜택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요. 요즘은 타 지역으로 공부하러 가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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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한 게 많아서 좀 더 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는 시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색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 

(대상자 11, 여성)

위의 대상자는 고령세대의 보수성과 그 보수성이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타 지역 생활이 젊은 층의 보수성약화에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하고 있다. 대상자 중에는 타지역출신자와의 교류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 변화를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들도 

있었다. 타지생활과 타지역민과의 교류는 젊은 층의 보수경향의 크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 점에 대한 대상자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제 친구들은 크게 2 분류가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대학에 간 친구그룹이 있고 대구에 남아 있는 그룹이 

있는데 확실히 서울에 올라간 친구들의 사고는 진보적이고 대구에 

남아 있는 애들은 보수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13, 남성)

대상자중에는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이지만 본인의 성격도 

보수적이라고 밝힌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대구의 이미지를 보수성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그런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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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회에서 겪은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했다. 그 중에 이야기 하나가 

다음과 같다. 

“(대구사람은) 변화를 두려워 한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진학과정이 가장 큰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붙고 대구에 있는 

대학교도 붙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가면 비용도 들고 또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대구에 있는 것을 

권하셨어요. 강요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저도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싫었고 또 부모님이 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대학교를 다녔을 때도 해외 교환학생 갈 기회도 많았었는데 

성적도 충분했지만 안 갔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삶의 큰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게 바닥에 깔려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 15, 남성)

이 대상자는 이 이야기를 한 후 본인의 보수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을 대학교 생활에서 고치려고 하였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상자들은 

대구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양쪽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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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선택조건과 지역

대구사람들이 대구사람끼리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배우자출신지희망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23 명중 5 명이 같은 대구출신자와의 결혼을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같은 

지역의 출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지역내혼선호는 젊은 대상자들이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지역내혼을 원하는 대상자중에는 대구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대구출신 배우자를 원하는 사람과, 단순히 

본인의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대구 출신자를 배우자로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구출신 배우자를 원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달랐다.

한 대상자는 같은 지역 사람과의 결혼을 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대구사람이 좋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과 환경이 비슷하니까 

나의 보수적인 면에 대해 이해할 수 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 

대구 남자들은 말 악센트가 강하고 하니까 실제로 화가 안 

났는데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은 말을 

하는 대구여자면 적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경상도 음식 맛있죠. 입에 맞으니까.” (대상자 2, 남성)

이 남성 대상자는 현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교제 상대가 있는 

남성이다. 그가 대구출신자를 배우자로 희망하는 이유는 대구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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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과 표현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똑같이 

대구출신인 배우자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여성 대상자들은 그와 조금 다른 

대구출신자 선호 이유가 있었다. 미래 배우자가 대구출신임을 원하는 한 

여성 대상자는 그녀가 대구출신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1 년 정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냥 가족을  

떠나서 있어 보니까 집만큼 좋은 게 없다 싶어서. 제가 외국에 가든 

어디 있든 가족들 자주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제가 행복한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도 대구나 그 근처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그래서 전 계속 대구에서 살고 싶으니까 결혼도 

대구사람과 하고 싶어요. 현재 남자친구 출신지도 대구에요. 그게 

큰 장점이에요 지금 남자친구의.” (대상자 7, 여성)

위의 두 명은 같은 배우자출신지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여성 

대상자가 대구출신의 배우자를 희망하는 이유는 남성 대상자와는 매우 

다르다. 전자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본인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호해서 같은 대구 출신인 여성을 원하는 반면 후자는 

본인의 방위가족과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구출신 배우자를 

선택할 이유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되도록 익숙한 곳에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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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서 대구출신의 배우자를 원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제가 대구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살다 온 곳이니까. 

근데 결혼한 상대가 타지에 가야 하게 되면 같이 갈 수는 있어요. 

외국 같은 것도 단기는 괜찮은데 장기는 힘들 것 같고 사는 것은 

일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원래 좀 새로운 

걸 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하다 온 걸 하는 게 좋고 익숙한 데에 

있는 게 좋거든요. 낯선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제 

천성인거에요.” (대상자 4, 남성)

이 남성 대상자의 경우 대구출신자를 원하는 여성대상자와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대구출신희망자를 원하는 부분은 이유가 같지만 

본인의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성격이어서라는 게 전의 남성대상자와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남성대상자와 달리 이 대상자는 결혼을 할 상대에 따라 거주지역 

선택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구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 출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다. 같은 지역출신의 배우자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들의 배우자선택조건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역내혼을 

원하는 이유도 지역성과 관련이 안 깊을 수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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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대구출신배우자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생각을 

살펴보았지만 이와 반대로 “경상도가 아닌 지역”, “경상도외”를 

배우자출신지 희망으로 대구출신자를 피하려고 하는 여성대상자도 있었다. 

배우자 출신지 희망을 물어보는 항목에서 대구를 포함한 경상도를 피하고 

싶은 지역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접에서 물어보았고 그 응답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

“저는 출신지는 좀 그런데 보수적이지만 않으면 되요. 남자가 

보수적이거나 하면 안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자상한 남자가 좋은데, 

물론 경상도 사람이어도 이렇지 않다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보수의 대명사가 경상도잖아요, 사실 그래서 경상도가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자 11, 여성)

이 여성대상자는 보수를 자상함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고 

이는 대구와 경상도의 보수성이 가부장적인 태도와 연관이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상자의 예만으로 보수적인 지역성이 

결혼관 특히 배우자선택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자의 응답은 지역요소가 결혼관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지역의 특성이미지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것인 

경우에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직업과 교육이 여성의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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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서 밝혀져 온 바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 또는 

지역의 문화 정서적인 부분이 남녀의 성역할 인식과 결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은 주는지도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

3. 자녀가치관과 성별희망

대구는 원래 출생성비가 심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다음 페이지 

<표 15>11)는 1990 년부터 최근까지의 출생성비를 광역시별로 정리한 

것이다. 1990 년 출생성비가 전국평균 116.5 이었을 때 대구는 129.7 로 

성비불균형이 아주 심하고 2015 년에는 전국평균과 거의 비슷한 106.9 로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2010 년 전후까지만 해도 대구는 남아선호가 

한국에서 뛰어나게 강한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남아선호가 강했던 

부모세대의 아이로 자란 현대 20 대와 30 대는 남아선호 여아선호를 

어떠하게 가지고 있을까? 대상자들 중 자녀희망이 있고 자녀수와 

성별희망을 질문지에 기입한 17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1) 본 논문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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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광역시별 출생성비 1990~2014 년>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 출생성비 <시도>를 참조해서 작성함)

면접대상자들이 기입한 자녀희망수와 자녀히망성별은 남녀둘다 낳

고 싶다는 응답과 여아만 낳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고 남아만 낳고 싶다

는 응답은 없었다. 자녀의 성별선택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상자

들은 여아가 좋은 점을 강조하는 그룹과 남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

룹으로 나누어졌다. 

여아가 좋은 점을 강조한 그룹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꼭 여아를 낳고 싶다고 한 여성 대상자) “첫째를 딸로 희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첫째가 여자다보면 여자들이 철이 일찍 든달까?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별로 생

각을 안했는데, 첫째가 여자면 자기 동생을 잘 봐줄 것 같고 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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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의 큰 간섭 없이 둘이서 잘 지내라고 같은데 만약에 남자가 위 

애가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상자 1, 여성)

(첫째는 꼭 여아를 낳고 싶다고 한 남성 대상자) “제가 이게 편

견일 수 도 있는데 확실히 여자들이 좀 더 어른스러워서 밑 에 

동생 챙기려면 첫째는 여자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녀를 저희 

집 경우에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 키워봤자 별로 좋은 게 없고 부모

한테 잘하는 것도 적어요. 근데 제 여자친구를 보면 특수한 케이스

일 수 도 있는데 되게 (부모님한테) 잘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친정부

모님이랑 1 주일에 3,4 번씩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상담도 

하시고 같이 옷도 보러 가시고 그런게 있어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상자 14, 남성)

(여아만 낳고 싶다고 한 여성 대상자) “저는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자형

제랑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자애들이 부모님한테 애교도 많고, 남

자애들도 물론 그러건 있지만 키우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도 많

을 것 같아요.” (대상자 7, 여성)

위의 여아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여아가 둘째 육아의 도움이 

되거나, 부모에게 남아보다 정서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아를 선택했었다. 반면 남아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룹의 대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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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의 가부장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아중요성에 대한 대상

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항상 아들로, 형제간 순서로는 저는 가장으로 써의 역할도 

많이 하고. 첫째는 그런 집안에서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대상자 15, 남성)

“남자 애들도 집에 하나는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 큰 일이 생겼을 

때 남자가 있으면 확실히 든든할 것 같아요.” (대상자 8, 여성)

이러한 남성의 가정 내에서의 리더 역할을 중시하고 남아를 선호하

는 가부장적인 의견들에 더해 남아선호의 이유를 대구에 있는 남성우위

적인 사회분위기속에서 자녀가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아

가 더 사회적 대우를 좋게 받을 수 있기때문이라고 하는 대상자도 있었

고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녀희망은 특별히 없지만)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가 좋아

요. 내가 살아 온 세상은 내가 남자로 살아가기도 너무 험해서 내 자식

은...아무튼 여자아이면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할 때, 목

적 달성을 해야 할 때 꼭 여자이어야 하는 이유들보다 꼭 남자이어야 

되 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예를 들면 잡을 가질 때

도 꼭 여자여야만 하는 직업보다 우리 특히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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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야에서는 그래요. 남성우위가 있고, 대구에서는 특히 그런 문화

가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 (대상자 2, 남성)

대상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여아이길 바라는 사람들은 여아가 가정

에서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형제 중 한명은 남아이길 선

호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정내 성역할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의 

남성우위분위기를 고려해서 남아를 선택한다. 이처럼 예전보다 남아선

호는 약화되고 여아선호가 강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역할규범이 사회

와 개인들의 인식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4.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지역성에 관한 이야기와 개인 성격에 대해 이여기를 할 때 

대상자들은 대구와 본인이 보수적이라고 한 사람이 많았으나 혼전동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개방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면접조사에 참가한 23 명중 혼전동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5 명이었고 나머지 

18 명(중립 1 명)은 혼전동거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동거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였다. 반대하는 5 명도 2 명은 종교적인 

이유로 순결을 지켜야 할 순결주의자이기때문에 반대를 하였다. 그 두 

대상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딱히 안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순결주의자라서요. 저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인은 안 그래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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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아하면 결혼을 하지, 동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상자 

13, 남성) 

“기독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있다가 나중에....저는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10, 여성)

종교 신앙이 있고 혼전순결을 지키려는 이 두 대상자중 남성은 

본인은 혼전동거를 안하겠지만, 타자가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두 번째 여성 대상자의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에 더해 

혼전동거가 실패로 끝날 경우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여성대상자는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한다는 점이 다른 

반대자들과 동일했다.  

반대하는 대상자 중 1 명은 남성인 본인이 혼전동거를 하였을 때 

같이 동거를 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부여되는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였다. 이 혼전동거에 반대하는 이유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라고 한 대상자의 발언이 다음과 같다.

“만약에 동거를 하면 제 미래에 결혼을 할 상대가 되는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요...(왜요?) 일단 사회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전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특히 남자랑 

여자를 두고 봤을 때 여자에 대해 좀 더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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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제가 결혼할 분이 상관없다면 괜찮은데 저는 그지 동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상자 5, 남성)

그는 동거를 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상대의 의견에 따라 가능해질 수 있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 대상자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라면 

적극적으로 동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동거에 

찬성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율이 높은 추세에 서로를 더 알아보고 실수를 

막는 기회로 동거를 이용한다는 것들이었다. 대상자들의 혼전동거 

찬성이유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혼율이 요즘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미리 같이 

안 살아봐서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서. 근데 연애할 때랑 같이 

사는 건 다르니까 저는 오히려 해도 된다. 안된다기보다는 아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알아보는 기간이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서.” (대상자 11, 여성)

“저는 혼전동거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게 분명 장단이 있을거에요, 혼전동거에 

관해서... 혼전동거를 하게 되면 결혼 했을 때 혼전동거를 하기전의 

이미지가 있고 했을 때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결혼 했을 때 

이미지는 동거했을 때의 이미지랑 더 가까울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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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7, 남성)

“어릴 땐 (혼전동거에 대해) 약간 결혼 안했는데 부끄럽고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몇십년 동안 살걸 미리 알아보는 게 오히려 서로한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동거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결혼을 준비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대상자 14, 남성)

위의 발언처럼 대상자인 대구청년들은 혼전동거를 결혼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도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혼전동거의 단점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으나 

혼전동거라는 행위자체는 결혼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5. 결혼 후 성역할에 대한 인식

대구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의 대상자에게는 보수적이었고 여성 

대상자들은 그런 보수성이 가정내 성역할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어머니세대를 말하는 건데 남자들은 이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 남자캐릭터가 있을 때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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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여자캐릭터가 있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구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다, 여자도 어머니의 그런 역할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수적으로 

아버지역할을 할 때 여자들도 또한 그 보수적인 아버지의 맞춰진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여성대상자 11, 남성) 

위의 여성대상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대구 보수성의 일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여성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그것을 느끼고 있다. 남성 대상자들중에는 이러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발언은 한 남성대상자가 가정내 

성역할에 대해 본인 경험을 통해 느낀 것과 앞으로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대해 한 것이다. 

“저는 명절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놀기만 했는데 올해부터 

여러 가지 생각 들어서 명절 때 보니까 어머니만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힘들어 보여서 명절이 

끝나고 어머니랑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고맙다고 

해서 제가 "저희 때부터는 제사 절대 안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지 하기 싫으면 제사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도 종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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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하는 가정도 있고요.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납골당에 잠깐 

돌려서 그냥 참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간단하게 하고 가족끼리 

휴일만 보내는 그렇게 해도 명절을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6, 남성)

이 대상자만 아니라 기존의 성역할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남성대상자들이 더 있었고 그 대상자들은 자녀출산수와 시기를 

부인과 상의하고, 공동육아를 하고, 여성의 경력 추구를 응원하는 등 

가정영역에서 기존의 성역할에서 벗어나 아내와 남편이 하는 역할을 

배우자와 상의를 하면서 스스로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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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젊은 대구시민의 결혼관과 거기에 나타나는 

지역성을 관찰하고 결혼관과 지역성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대구태생 

대구거주의 평균연령 23 세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22 명을 대상으로 면

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은 예전에 실시된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대구 지역성인 “보수”를 본인과 지역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대상자들은 이 대구의 보수적인 지역이미지와 본인의 

성향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지역과 타지역민과의 교

류를 이를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결혼관을 배우자선택조건, 자녀가치관,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결혼 후 성역할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서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 

대상자들의 면접내용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l 배우자출신지 희망의 이유는 출신지역에 대한 익숙함, 애착, 본인의 가

족과의 친밀도이었다. 배우자출신지 희망은 지역성자체보다는 지역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의 긍정성 및 부정성에 인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내혼 

선호라는 단어만으로는 배우자출신지 희망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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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남자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자녀를 남아로 선호하는 대

상자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과 자녀역할에 따

라 자녀성별희망을 결정하고 있었다. 여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대상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젊은 대상자들이 자녀에 기대하는 역할이 

남아를 선호한 윗세대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l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동거를 이혼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행위로 보는 대

상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아직까지 부

정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는 남성 대상자들은 혼전동거에 대해 신중한 자

세를 가지고 있었다. 수절관념이 혼전동거의 반대이유가 될 경우는 신앙

이 있을 경우며, 수절관념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를 따라 혼전동거에 반

대하는 태도는 안보였다. 이는 양적조사를 통해 젊은 세대의 수절관념을 

확인하고 혼전동거와의 관련을 더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고학력집단의 특수성으로 혼전동

거에 찬성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도 예측되기 때문이다.   

l 대상자가 생각하는 대구의 지역성과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내재한 가부장적이며 보수적인 인식은 대상자들 응답을 통해 

확인이 되었으며 이 인식이 여성과 남성의 배우자 선택 및 가정형성에 

대한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는 젊은이들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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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역성 이미지는 가정경험 및 사회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이

며 개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미래 결

혼과 자녀에 대한 사고를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2. 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제안

본 논문은 연구대상자를 대구의 미혼 청년층으로 하였다. 하지만 

면접조사 대상자를 소개를 받는 방식으로 모집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모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었고 학력과 전공분야가 

다양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학력, 직업, 전공의 대상자표본을 수집하고 어떤 

집단이 지역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역성이 가치관부분에서 개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면 저출산 그리고 만혼화와 같은 현재 한국의 결혼관련 

사회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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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Between Rationality and Marriage 

– A Cas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in Daegu-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regionalism and marriage values 

by conducting depth interviews with 22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in 

Daegu, South Korea. Daegu city has been known as the place in which 

conservatism and tradition strongly remain among cities of Korea. In interviews, the 

majority of young citizens who were raised and born in Daegu city showed negative 

recognition on this conservative and traditional images of Daegu. This recognition 

on city was linked with their feelings for gender roles, individuality and old 

generation’s traditional and patriarchal idea and behavior related to family. They 

seemed like trying to create new attitude towards family planning and marriage 

different from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Through interviews, there were some findings. First, preference for 

children’s gender reflects the life plan or personality of young individuals. Strong 

preference for son like old generation seems to be the thing of the past. Young 

individuals see patriarchal atmosphere of Daegu negatively and they were seeking 

the way to build gender equal family and society. Second, the attitude towards 

premarital cohabitation is very positive. All participants except some committed 

Christian believers agreed to premarital cohabitation. Young individuals recognize 

that society has no full understanding or liking for premarital cohabitation, but they 

explained merits of it as prevention of divorce in the future. Third, it was not 

possible to figure out how exactly recognition for regionality or regionality itself 

influence marriage values of young individuals. However experiences of gender 

roles, gender inequality, and patriarchal customs seem to have partial influence on 

development of ideas related to family, gender and marriage. Young individuals 

mentioned their experiences in family and society as lessons for future. 

This research conducted depth interviews on young students in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This can cause the potential of bias in results according to 

the lack of variety of participants’ job, financial background, and educational 

background. Further research with more variety of occupation, education and gender 



- 69 -

is need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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